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전용사님들과 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70년 전, 참전용사분들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었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지난 5월에 이어 정성을 담은 마스크를 보냅니다.

참전용사분들이 보여주신 희생과 헌신에 비하면 아주 작은 보답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참전용사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참전용사분들의 후손들과도 계속해서 교류해 나가겠습니다.

22개 참전국들과의 우호 협력 또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0년 전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함께한다면 코로나19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참전용사분들과 유가족 여러분을 직접 만나 

인사드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



Dear UN veterans of the Korean War and their families,

 I am pleased to send you my warm greetings from the republic of Korea.

 I wonder how you are doing at a time when all of us are having a difficult 
time due to the COVID-19 pandemic.

 UN veterans fought together with us to defend freedom and secure peace in 
Korea seven decades ago. On the basis of their sacrifice and contributions, Korea 
has achieved economic development and established a mature democracy.

 Thanks to UN veterans, Korea has built a free and prosperous nation as it is 
today, which has never been forgotten among Korean people.

 As a way to make a return for the sacrifice and contributions of UN 
veterans, Korea is sending you masks again as it did in May this year. Although 
the masks are miserable compared with such sacrifice and contributions, I hope 
that they will help you in dealing with the current pandemic.

 Korea will continue to remember and honor all the UN veterans of the Korean 
War for their sacrifice and contributions and to maintain its ties with the UN 
veterans’ descendants.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will strengthen friendly 
cooperation with the 22 UN sending states.

 As we got together to overcome difficulties seventy years ago, we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current COVID-19 crisis if we stand together.

 I truly hope to meet you in person and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you  
when the COVID-19 pandemic subsides in the near future. I wish you stay safe 
and healthy.

 Sincerely,

Chung Sye-kyun
Prime Minister

Republic of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