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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주, 오타와 – 한국전 참전 용사회 명예 총재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은 한국전 참전 용사회 7 지부; 모나 포르티에 (Mona Fortier) 

재정위원장; 브루스 – 그레이 – 오웬 사운드 (Bruce-Grey-Owen Sound) 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알렉스 러프 (Alex Ruff) 하원 의원; 장경룡 대한민국 대사; 캐나다 정보 

사령부의 마이클 라이트 (Michael Wright) 장군; 한국전 추모 위원회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지난 2022 년 6 월 19 일 오타와에 위치한 전쟁 기념비에서 진행된 

한국전 발발 72 주년과 한국전 69 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 폭포 – 한국전 참전 용사회 27 지부, 캐나다 가평전 승전비 

건립위원회 관계자, 6.25 참전유공자회, 나이아가라 한인회, 나이아가라 시 관계자 

그리고 가평군 사절단은 지난 2022 년 6 월 16 일, 페어뷰 묘지에서 진행된 한국전 

가평 전투 승전비 제막식에 참석했다. 가평군은 한국전에 참전해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해 한국전 참전국에 승전비를 증정하고 있으며 

나이아가라는 가평군이 증정한 30 개의 승전비 중 하나를 가지게 됐다. 이 기념행사는 

한국전 참전 용사 감사 오찬 21 주년 또한 기념했다. 

 

대한민국, 부산 및 서울 – 2022 년 6 월 1 일, 대한민국의 부산에서 故 존 로버트 코미어 (John 

Robert Cormier) 한국전 참전 용사의 유해가 UN 기념공원에 잠들어 있는 전우들의 곁에 

함께 안장되었다. 존 코미어 참전 용사는 왕립 22 연대 소속으로 참전했으며 355 고지 

근처에서 부상을 입었다. 캐나다 국민들을 대표한 로우슬란 캣츠 (Rouslan Kats) 참사관; 

강윤진 보훈처 국장, UN 군 사령부 그리고 가족들이 존 코미어 참전 용사를 기리며 

헌화했다. 2022 년 6 월 25 일, 한국전 발발 72 주년과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식을 서울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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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6 월 25 일 

 

온타리오주, 브램튼 – 브램튼 한인 사회는 메도우베일 묘지에 위치한 KVA 추모의 벽에 

모여 한국전에 참전하고 자신을 희생했던 모든 분들을 추모했다.  
  
BC 주, 버나비 –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은 센트럴 파크의 평화의 사도 기념비에서 진행된 

한국전 72 주년 기념식에서 송해영 총영사, 마이크 헐리 버나비 시장, 한국전 참전 용사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 캐나다인들의 용기와 자신을 돌보지 않은 봉사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한 모든 이들을 기렸다. 
  

연아 마틴 상원 의원은 “1950 년 6 월 25 일은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캐나다인들이 

대한민국을 도우러 온 날,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캐나다 한국 관계와 우정이 

구축된 토대를 마련한 날입니다. 26,716 명의 젊은 캐나다인들이 국가의 부름에 답했고 

516 명이 궁극적인 희생을 치뤘습니다. 비록 참전 용사님들의 수는 줄어들지만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석하며, 그분들이 계속해서 지니고 있는 전쟁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리고 전우들을 향한 

사랑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유대감입니다. 우리는 

참전 용사님들 혹은 그 가족들의 희생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참전 용사님들의 사심없는 봉사, 용맹함 그리고 

확고했던 용기를 잊지않고 언제나 기억하는 것입니다. 참전 용사님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다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열정으로 이어나가며 참전 용사님들의 유산이 잊혀지지 않도록 

할 차례입니다.  We will remember them. Nous nous souviendrons d’eux. 우리는 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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