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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가평군민들을 향한 성원에 대한 성명서 

“캐나다 상원을 대표하고 캐나다 한국 의원 친선 협회의 공동 의장이자 한국전 

참전 용사회 보존 지회의 총재이며 캐나다의 한국전 참전 용사들과 가족들 그리고 

캐나다 전역의 모든 지지자들을 대표해 저희는 이번 홍수로 인한 희생자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달 초 시작된 11 일간의 끝없는 비로 많은 지역과 도시들이 

재해를 입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어린 성원을 보냅니다.  

“저희는 COVID-19 대유행 사태로 인해 이미 어려운 한 해를 보내는 와중에 겪은 

이처럼 힘든 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특히 가평군이 보여준 힘과 회복력에 

감탄했습니다. 김성기 군수님과 가평군은 대한민국 정부와 자원봉사자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의 후원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준비가 된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공동체 정신과 효율성을 통해 피해 

지역의 청소와 재구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앞장서 이끄는 군수님과 공무원분들의 뛰어난 수고는 찬사받아 마땅합니다.  

“캐나다와 한국은 캐나다 선교사들이 일제 강점기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굳건히 함께 했을 때부터 맺어진 뿌리깊은 우정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후 

수만 명이 70 년 전, 역사적인 가평 전투를 포함해, 바다와 하늘 그리고 한국전의 

많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우리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은 

그때와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국민들에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올해 초,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러스로부터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캐나다와 전 

세계의 한국전 참전 용사님들에게 KF-94 마스크를 보냈는데 참전 용사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감동시킨 진정한 사랑과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가평과 

대한민국의 심각한 홍수 소식을 접한 참전 용사님들은 국민들의 안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을 향한 지원과 사랑을 표해 다시 한번 한국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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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캐나다에서 태평양 건너의 여러분 모두에게 성원의 말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을 축복하시길 기원하며 가평군과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회에서 보내는 메세지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회 회원들을 대표해 홍수와 진흙 속에서 회복하는 

어렵고 힘든 시기의 우리 친구들인 가평군민들에게 우리의 성원을 전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에 애도를 표하며, 아름다운 지역을 재건하는데 힘쓰는 

자원봉사자들과 모든 분들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 도날드 써든 (Donald Sudden), 캐나다 한국전 참전 용사회 회장 

 
“최근의 심각한 장마에서 놀랍토록 빠르고 꼼꼼한 회복을 이뤄낸 김성기 

군수님과 가평군민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저는 우아함과 놀라운 에너지 

그리고 가족과 국가를 위한 끝없는 헌신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회복력에 

오래전부터 감탄해왔으며 이번에 아름다운 가평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다시금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지역의 거친 고개들을 올라 강들과 아름다운 

시골의 꽃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가능했다면, 멋진 나라에 기반을 

두고 친절하며 강한 가평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가평에서 은퇴 생활을 보냈을 

것입니다.”  

~빈센트 커트니 (Vincent Courtenay) ,한국전 참전 용사 (The Korean War Veteran) 
출판인; 대한민국 국민 훈장 수상자 
 

-30- 

  

연락처: 

조은애 수석보좌관  

Grace.Seear@sen.parl.gc.ca 

613-851-4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