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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 주임원사 Walter A. Tagalicud
주임원사는 부대들이 철저한 군기와 높
은 수준의 “fight tonight” 준비태세를 유
지해, 한국을 어떤 적이나 위협으로부
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임무를 충실
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한국 전역에 위치한 주한미군 부대를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다. 2월 4일, 둘
은 군산공군기지 제8 전투비행단 공군
장병들을 방문했다.

2월 1일: 북한이 최근 발사한 “준중거리”(MRBM) 탄도미사
일은 북한이 고립주의적 접근 아래 군비증강을 취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며, 주요 일정이 예정된 가운데 내
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욕을 드러낸다고 전문가들은 평했
다.
올해 들어 일곱 번째인 이번 무력 시위에서 북한은 그간 이
뤄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무시하듯 화성 12 미사일을 북
경올림픽 개최 며칠 전인 1월 30일 발사했다.

최근 도발은 김정은이 주요 국경일을 앞둔 가운데 북한주민
들의 자긍심을 일깨우는데 주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2
월 16일에는 김정은의 선친 김정일의 생일 80주년일(광명성
절), 4월 15일에는 조부 김일성의 생일 110주년일(태양절)이
예정되어 있다.

2월 10일: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과 한
미일 안보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한미일은 미국의 한국
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2월 15일: 2월 12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장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고 대화와 외
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2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
크라이나의 주권과 보존이 존중되어야 하며, 우크라이나 문
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도 적극 동참하겠다
고 밝혔다. 

2월 24일: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진행중인 우크
라이나 안보위기와 관계없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이 변치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2월 28일: 주요 지휘관들이 모인 국방부 회의에서 서욱 국방
부 장관은 북한이 최근 발사한 (8번째) 미사일이 세계의 이
목을 끄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하고, 추가 미사일
도발에 대해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국영방송 조선
중앙통신은 해당 미사일 실험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
요 시험＂이었다고 보도했다. 한국 언론은 이를 두고 북한
이 핵실험과 ICBM실험 유예조치를 해제하고 미국에 압박
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월 28일: 한국 정부는 코로나 방역패스를 3월 1일부로 잠정
해제하기로 했다. 음식점, 카페, 술집 및 공공시설에 출입하
는 국민들은 더 이상 백신접종이나 PCR검사 결과를 보여주
지 않아도 된다.

2월 뉴스 헤드라인

지난 2021년은 주한미군전우회 회원, 협력단체, 서포터들 덕에 뜻깊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원
과 기여 덕에 주한미군전우회는 2021년 한 해에만 회원가입률이 전례없는 48%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주한미군전우회는 올해 주제인 “We Are the Alliance”를 토대로 새로 바뀐 회원 페이지, 개정된 회
원가입 신청양식, 예비역장병 한국재방문 프로그램, 그리고 첫번째 주한미군전우회 Reunion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올해 10월 1일 연례 “한미 동맹의 날”을 지원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한미군전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변에 회원가입 권유를 부탁드립니다--
freeatkdva.vet/join-kdva/.

주한미군전우회  2 0 2 1년  연례보고서가  3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  한해동안  동맹과  회원들을
위해  시행한  활동들을  한데  모아  보실  수  있습
니다 .
 V e t e r a n   B u s i n e s s e s   1 0 1  웨비나
북한군  위협  웨비나

자세한  사항은  K D V A . v e 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

향후  일정  :

2월 4일:오산 공군기지에서 180고지 전투에
서의 용맹한 돌진을 기리는 71회 추모행사
가 거행됐다.

1951년 2월 7일 Operation Thunderbolt에서
미8군 25사단 27보병연대 E중대는 Lewis
Millet대위의 지휘하에 180고지(육박전 고
지)에서 중공군의 기관총 포화에 맞섰다. 적
군의 포화 속에서 밀렛 대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장병들이 근접전투에 미온적이
었다는 평을 내린 적대국 문서를 떠올렸다.
밀렛 대위의 지휘하에 E 중대원들은 해당 주
장의 근거를 산산조각냈다.“우린 고지를 올
라설 것이다. 총검 착검! 돌격! 나를 따르라!”
기관총탄이 휘날리는 고지를 뛰어 올라가

2월 10일: 메리랜드 주 Larry Hogan 주지사는 이수혁 주미
대사로부터 광화장을 수여받았다. 이는 메리랜드주, 미
국, 한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바
였다. 주한미군전우회는 메리랜드주 퍼스트 레이디인
Yumi Hogan께서 보여주신 주한미군 예비역장병들에 대
한 헌신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제2 전투항공여단
2월 16일:미8군 사령관 윌러드 벌리슨 중장은 금일 2전투항공
여단을 방문해 신형 아파치 헬기 AH-64E 전력화 현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4-2 공격헬기대대의 Bennett준위(CW4)가 벌리
슨 중장에게 AH-64E v6 도입으로 인한 한반도 대비태세와 임
무수행능력 강화에 보고했다.주한미군은 신형 아파치 공격
헬기를 성공적으로 전개했다. 한미동맹이 북한의 점증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노력을 제고하고 있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부차관보에게서 한미동맹의
근황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함께 주
최하고 공동주관한 한미동맹재단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
다.
주한미군전우회 한미동맹 저널 2022-1은 주한미군전우회
디지털 라이브러리에서 열람 가능합니
다:https://kdva.vet/.../kdva-rok-u-s-alliance-  journal-2022-
1/

는 중대를 이끌면서 밀렛 대위는 외쳤다. 밀렛 대
위는 명예훈장을 수여받았고, E중대는 이 전투
이후 “Cold Easy Steel”이란 별명을 얻었다. ＂육
박전 고지(Bayonet Hill)＂이란 이름으로도 알
려진 180고지는 미 7공군, 제51 전투비행단, 미8
군 35 방공포병여단이 주둔중인 오산 공군기지
를 가로지르는 고지이다.(미육군 사진제공 -
GregoryMenke일병/35 방공포병여단, Defense
MediaActivity)

2 0 2 2년  3월   2 2  -  1  호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을 지
원하고 한미동맹을 세우고 헌신한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을 임무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Join KDVA for free at kdva.vet/join-kdva/ -- 2021 was a record year for KDVA membership!www.kdva.vet contact@kdva.v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