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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즉각 발표 

2020 년 6 월 26 일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한국전 

한국전 발발 70 주년 

 

온타리오주, 오타와 –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은 2020 년 6 월 25 일 역사적인 한국전 발발 

70 주년과 한국 전쟁의 참전 용사들 그리고 516 명의 전사자들을 기리기 위한 성명서와 

원내 정부 대표를 향한 질문을 상원에서 발표했다. 

  

다음은 상원 의원의 성명서 발췌 내용이다:  

 

“70 년 전인 1950 년 6 월 25 일 이른 새벽, 북한 공산군은 남한 국민들을 상대로 

전면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3 주만에, 국토에 남은 것은 오직 부산항 주변의 작은 방어 

경계선뿐이었고… 캐나다를 포함한 16 개국이 전투를 저지하고 절망에 빠진 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상륙했습니다… 

 

“존경하는 상원 의원 여러분, 한국전의 영웅들이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텅 빈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화려한 퍼레이드도 없었으며 그저 일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늘날까지 부산에 묻혀있는 동료 캐나다인들을 포함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한국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과 3 년간의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캐나다 전사자들과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에 함께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참전 

용사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했고, 이제 너무 늦기 전에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2020 년 6 월 21 일 COVID-19 사태 속에서도 컨페더레이션 공원의 캐나다 전사자 

기념비에서 첫 번째 한국전 70 주년 추모 행사가 열렸다. 한국전 참전 용사회 (Korea 

Veterans Association, KVA) Unit 7 의 참전 용사들, 캐나다 정부를 대표한 캐서린 

맥케나 (Catherine McKenna) 장관, 한국전 참전 용사회 보존 지회 총재이자 캐나다 

상원을 대표한 연아 마틴 상원 의원, 캐나다 육군 사령관인 웨인 에어 (Wayne Eyre) 

중장, 캐나다 보훈처, 대한민국 대사관, 그리고 한국전 추모 위원회 (Korean War 

https://www.facebook.com/yonah.martin.1/videos/10163930480725541/
https://www.facebook.com/yonah.martin.1/videos/1016393429459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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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morative Committee, KWCC)의 대표들이 캐나다 전사자 기념비에 소수로 

모여 6 피트 간격으로 떨어졌지만 함께 모여 단결한 모습으로 한국전의 용맹한 참전 

용사들을 기렸다.  

 

대한민국, 서울 –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기 위해 2020 년 6 월 23 일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새에덴 장로교회가 주최하는 특별한 국제 70 주년 추모식이 열렸다. 역사적인 

온라인 국제 추모식은 캐나다, 미국, 태국 그리고 필리핀의 한국전 참전 용사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국 교회에서 열리는 생중계 추모식에 참여했다. 연아 마틴 상원 의원과 

조은애 수석보좌관 그리고 캐나다의 참전 용사들도 라이브 추모식에 참여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 – 한국전 참전 용사들, 정태인 총영사, 국방 무관인 문근식 대령 

그리고 캐나다 한인 사회 구성원들은 역사적인 70 주년을 추모하고 한국전에서 싸웠던 

모든 이들을 기리기 위해 KVA 추모의 벽에 모였다. 같은 날 오후 한국전 참전 용사회 

추모의 벽에서 패트릭 브라운 (Patrick Brown) 브램튼 시장, 주점식 캐나다 한인회 

총연합회 회장, 그리고 더그 피니 (Doug Finney) 전 한국전 참전 용사회 회장과 함께 두 

번째 추모식이 열렸다. 각자 화환을 헌화하고 한국전 중 전사한 캐나다인들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묵념을 가졌다.  

  

비씨주, 버나비 – 앤 캥 (Anne Kang) 시민 행정 (Citizens Service) 장관, 정병원 총영사, 

마이크 헐리 (Mike Hurley) 버나비 시장, 스티브 김 코퀴틀람 시의원 그리고 참전 

용사들과 함께한 캐나다 한인 사회 구성원들은 참전했던 용감한 캐나다인들과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BC 주 출신 캐나다 전사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센트럴 공원의 

평화의 사도 한국전 추모비에 모였다.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은 한국전 70 주년을 추모하기 위해 캐나다 전역의 참전 용사들, 

캐나다 전역의 한인 사회 그리고 각 지역의 한국전 추모 위원회와의 협의 및 협력을 통해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한국전이라는 이름의 3 년 기간의 추모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의 우선 사항들은 한국전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봉사와 희생에 대한 개인적 

그리고 단체적인 이야기들에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오고 대중들, 특히 학생들과 

후손들에게 한국전에 대해 교육시키는 것이다.* 

  

*첨부된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한국전에 대한 미디어 패키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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