
 
 

  
 

                
2022 년 1 월 1 일 / January 1, 2022 

2022 년 신년사 / Joint Message for New Year 2022 
 
한미 양국의 국민들은 튼튼한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한국에서 근무한 양국의 

전현직 장병들입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동맹을 지지하는 저희 회원들과 후원자들이 

계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Americans and Koreans share an uncommon bond, and there is no better example of our special 
relationship than the Veterans who have served and are serving in Korea.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KUSAF) and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 are very proud of our 
members and supporters who advocate for the Alliance and our Veterans. 
 
2021 년은 COVID 19 의 유행으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전우회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협력단체의 증가, 20 회 이상의 각종 행사는 물론, 전우회 회원이 48% 증가했고, 

소셜미디어 활동도 2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21 was another challenging year for the world in this COVID-19 pandemic environment, but our 
members joined with our growing partner organizations to conduct over 20 events, work toward an 
increase of 48% in membership, and increased our communication outreach by over 200% across all 
our social media platforms!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2022 년의 구호를 “우리는 동맹”으로 선포하며, 회원들과 양국 국민 

여러분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은 한미양국 국민들에 의해 시작되어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에 의해 계승되어 왔습니다. 동맹을 성원하는 한미양국 국민들이 바로 동맹입니다. “우리는 

동맹”이라는 구호는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함께하는 한미 양국 국민들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In 2022, KDVA and KUSAF would like to call upon our members and all who care about Korea to join 
us in declaring “We Are the Alliance!” – our theme for 2022.  We believe that the ROK-U.S. Alliance 
starts with the Americans and Koreans who built the Alliance and the people who continue to serve 
and support the Alliance.  Koreans and Americans who care about the Alliance … are the Alliance.  
“We Are the Alliance” embodies the spirit of Koreans and Americans working together for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다양한 행사, 사업, 정보제공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주한미군 전우회에 가입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합니다. 
 

KUSAF and KDVA’s role is to support this effort with activities, programs, and information.  Please 
join us, by becoming a member of KDVA at https://kdva.vet/join-kdva/.  
 
함께해요, 위대한 한미동맹을 위하여! / “Together for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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