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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12 월 31 일 

 December 31, 2022 
 

2023 년 공동 신년사 

KUSAF and KDVA Joint Message for New Year 2023 
 
 

한미동맹은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제대군인들은 한국과 미국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irreplaceable and timeless. Our 
Veterans continue to serve to provide a more secure and prosperous life for Koreans and Americans.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주한미군 근무장병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과 

전우회는 2022 년에 워싱턴과 서울에서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제 1 회 주한미군전우회 워크숍, 

제 2 회 주한미군 근무장병 재방한 행사, 미 한국전 명예훈장 수훈자 공적서인 『146 명의 영웅들』 

번역 발간, 제 1 회 윌리엄 E. 웨버 대령 동맹상 제정 및 시상 등 80 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미 동맹을 보다 공고히 하는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2022 년에 전우회 

회원도 두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The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and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are very thankful 
for all Korea Veterans for their service.  It is for and by our Veterans that KUSAF and KDVA had 
another great year in 2022 in enhancing the ROK-U.S. Alliance with the ROK-U.S. Alliance Peace 
Conferences in Washington, DC and Seoul; the first KDVA Reunion; the second Korea Revisit 
Program for Korea Defense Veterans; the publication of the U.S. Medal of Honor recipients citations 
in “The 146 Heroes”; the establishment and presentation of the first COL William E. Weber Alliance 
Medal; and over 80 programs and activities. All these efforts helped grow KDVA membership by 
over 100% in 2022!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동맹 강화를 지원하는 복무장병들의 역할을 지속 알리고 

있습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빈센트 브룩스, 로버트 에이브람스 장군 등 세 명의 전직 

연합사령관과 정승조, 임호영, 최병혁 전직 연합사 부사령관들은 제 2 차 서울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에서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훈련과 실 사격훈련장 확보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KUSAF and KDVA worked together to continue raising awareness about the vital role of Veterans in 
supporting the Alliance.  When three former Commanders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ROK-
U.S. Combined Forces Command, and U.S. Forces Korea visited Seoul together for the second 
KUSAF and KDVA Alliance Peace Conference, retired Generals Curtis Scaparrotti, Vincent Brooks, 
and Robert Abrams and retired Generals Jung Seung-jo, Leem Ho-young, and Choi Byung-hyuk met 
with senior ROK government officials and emphasized the need for securing military training and live 
fire exercise sites to ensure readiness to deter North Korea and to defe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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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는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양자 동맹을 구축했으며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이 위대한 동맹과 이를 지켜낸 

복무장병들을 위해 봉사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는 정전 이후 북한과 교전에서 

전사한 92 명의 주한미군을 추모하는 추모비 건립 등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Looking to the new year, we recognize that 2023 is a very meaningful year as we celebrate the 70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since the 1953 signing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built the world's most unique bi-national Alliance and continue to develop 
it into a global comprehensive Alliance.  KDVA and KUSAF are proud to serve this great Alliance 
and the Veterans who have protected it.  We look forward to new opportunities to remember their 
service and sacrifices to include establishing a memorial to commemorate the 92 U.S. Veterans who 
were killed by North Korean attacks since the signing of the Armistice. 

함께해요 한미동맹! 

“Together for the ROK-U.S. Alliance” 

 

 

 

 

정승조  빈센트 K 브룩스  

예비역 육군 대장 예비역 육군 대장 

한미동맹재단 회장 주한미군전우회 회장 

Jung, Seung Jo Vincent K. Brooks 
General, ROK Army (Retired) General, U.S. Army (Retired) 
President, KUSAF President, KDV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