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VA Welcomes New Board Member
주한미군전우회 새 임원 환영사
July 23, 2022
2022 년 7월 23일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 Board of Directors is honored to announce a
new Board member, Maj. Gen. (Ret.) James W. Lukeman, U.S. Marine Corps.
주한미군전우회(KDVA) 이사회는 제임스 루크먼 미 해병대 (예) 소장님의 이사회 합류 소식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General (Ret.) Vincent Brooks, KDVA Chairman and President said, “Adding Jim Lukeman to
the Board expands our reach to a broader set of Korea Defense Veterans, including our
colleagues from the Sea Services. Having served with Jim while he was leading the most
sensitive policy and planning actions for the Alliance, I am certain that his insights will be
impactful in KDVA’s efforts to further strengthen the Alliance and support its defenders.”
KDVA 이사장 및 회장이신 빈센트 브룩스 (예) 대장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짐
루크먼을 이사회 일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해군 및 해병 전우들을 포함한 참전용사들이
주한미군전우회와 더욱 가까워졌음을 뜻합니다. 저는 짐이 한미동맹에 있어 가장 민감한 정책과
계획 입안 노력을 이끄는 시기동안 함께했기 때문에, 그의 경험과 식견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동맹을 수호하는 한미 양국군을 지원하는 주한미군전우회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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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le on active duty, General Lukeman served the Alliance as Commander of U.S. Marine
Corps Forces Korea and subsequently as the Director of Strategy, Plans, and Policy for the
United Nations Command, for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for U.S. Forces
Korea.
현역 복무기간 동안, 짐 루크먼 장군은 주한미 해병대사령관으로 복무했고,
유엔사/한미연합사/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으로서 전략처, 기획처, 정책처를 이끌며
한미동맹을 지원했습니다.
General Lukeman said, “Being a part of this Association that cares deeply about the Alliance
and our Veterans is an honor. Serving in Korea was one of the highlights of my career … we
had a real-world mission serving in a country that is vitally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I look
forward to the great task of continuing to increase KDVA’s membership so that more people
who care about the ROK-U.S. Alliance and our Veterans can participate to make a difference for
Americans and Koreans. I am excited to get started!”
루크먼 (예) 소장은 다음과 같이 소감을 전했습니다. “한미동맹과 참전용사 및 전역장병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주한미군전우회 이사회의 일원이 되어 영광입니다. 한국에서의 복무
경험은 경력 중에서도 손꼽을만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와 제 부하들은 미국에 지극히 중요한
대한민국에서 실제상황에 직결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한미동맹과 우리 전우를 아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모든 미국과 한국 국민들에게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참전용사 및
전역장병들 또한 더 많이 참여해 주한미군전우회의 회원 수를 계속 늘려가는 중대한 과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Maj. Gen. Lukeman retired on July 1, 2020 after 40 years of continuous active service. He was
born in Beaufort, South Carolina and was raised in a Marine Corps family. 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and was commissioned through the Naval ROTC program in
1980.
루크먼 (예) 소장은 40년간의 현역 생활을 마치고 2020년 7월 1일 퇴역했습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보퍼트에서 태어났으며, 해병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노트르담
대학교를 졸업했고 1980년에 ROTC 프로그램을 통해 임관되었습니다.
Please see his complete biography at https://kdva.vet/leadership/.
루크먼 (예) 소장의 약력은 https://kdva.vet/leadership/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DVA has built a reputation as a premier association that supports and advocates for the
people who built the ROK-U.S. Alliance and continue to serve it in U.S. Forces Korea and
Combined Forces Command. KDVA is a 501C(3) non-profit organization incorporated in the
state of Virginia. Please contact KDVA at contact@kdva.vet, visit www.kdva.vet, and follow us
on Facebook ( @kdva.us) and Twitter ( @KDVAvets).
주한미군전우회는 한미동맹의 기틀을 다진 이들과 주한미군사 및 연합사에서 동맹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및 후원을 제공하는 최고의 단체로 자리잡았습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버지니아 주에 설립된 501C(3) 비영리 단체입니다. www.kdva.vet를 방문하여
contact@kdva.vet로 연락 주십시오. Facebook(@kdva.us) 및 Twitter(@KDVAvets)에서도
KDVA를 팔로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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