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는 길...
Getting here...
삼각지역 사거리에서 
▶ ① 북문으로 우회전 진입후
▶ ② 뮤지엄 웨딩홀 옆 소형주차장 주차 가능

4호선 삼각지역
Samgakji Station, Line 4 (5 mins walk)
▶ 1번 출구 (도보 5분)
6호선 삼각지역
Samgakji Station, Line 6 (3 mins walk)
▶ 11번, 12번 출구 (도보 3분)
간선버스
전쟁기념관 110A, 110B, 740, 421
삼각지역 421,

100, 150, 151, 152,

500, 501, 502, 504, 506, 507,
605, 750A, 750B, 751, 752
뮤지엄웨딩홀

(TEL. 02.709.3004)

●
용산자이파크

●
북문
전쟁기념관

INVITATION
UN군의 헌신과
부산전쟁기념관의 건립
부산전쟁기념관 건립 관련 국제 학술대회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Establishing a War Memorial in Busan :
Devotions of the UN Forc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War Memorial in Busan

2017. 6. 29 (목 Thursday) 13:30~18:00
장 소.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1층 (서울시 용산구)
주 최. 전쟁기념사업회•부산광역시
주 관. (사)한국보훈학회

이태원로
●
서울용산초등학교

●
용산소방서

삼각지역
 호선

●
삼각아파트

●
국방부
●
삼각지성당

Venue. 1F Museum Wedding Hall, the War Memorial of Korea, Seoul
Under the auspices of TWMK and Busan Metropolitan City
Manag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Studies

Please Join Us

모시는 글

It has been 64 years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Due
to North Korea’s illicit invasion, we suffered heavy losses but overcame hardships
by the benefit of people’s efforts and help from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and
achieved a prosperous nation.

올해는 정전 6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0여 년 전 대한민국은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많은 희생과 손실이 있었지만 국민들의 합심된 노력과 세계 각국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현재의 번영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Today, however, many young people do not realize that our prosperity is based
on devotions of the many veterans of the Korean and the UN Forces. Further, it is
almost forgotten that there are 2,300 remains of the UN Forces in Busan which
was the provisional wartime capital.
Hence, the War Memorial of Korea and Busan Metropolitan City are planning to
establish a museum which would commemorate the noble spirit and sacrifice
of the Korean and the UN Forces in the vicinity of the UN Memorial Cemetery in
Busan. In this regard, we are holding an international symposium in Seoul and
looking forward to hearing your valuable opinions.

그러나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이러한 번영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국군과 유엔군의
헌신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아직도
2,300여 분의 유엔군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전쟁기념사업회는 이러한 국군과 유엔군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자
유엔기념공원 일대에 이들을 기리는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많은 참전국
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고,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Mayor of Busan Metropolita City•Director-General of the WMK

부산광역시장•전쟁기념사업회장

RSVP Won-Joo Suh by 16th June, 02-709-3135 or amamus@gmail.com

※ 참석여부를 6월 16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2-709-3135, amamus@gmail.com)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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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30)

•Registration and Reception

•Refreshment

13:30~14:00 (‘30)

•등록 및 환담

•스탠딩 뷔페

14:00~14:20 (‘20)

•Opening address
•Congratulatory address

•Director-General (TWMK)
•Mayor of Busan

14:00~14:20 (‘20)

•개회사
•축 사

•전쟁기념사업회장
•부산광역시장

14:20~14:30 (‘10)

•Keynote speech
•Congratulatory addresses

•Ambassadors (UN Force)
•Former MND minister

14:20~14:30 (‘10)

•기조 발표(축사)

•참전국 대사 / 김태영 前 국방부장관

14:30~14:40 (‘10)

•Intermission I

14:30~14:40 (‘10)

•휴 식

14:40~15:40 (‘60)

•Session I : The Korean War and Participation of the UN Forces

14:40~15:40 (‘60)

•제 Ⅰ주제 (Session I) : 6·25전쟁과 UN군의 참전

15:40~16:25 (‘45)

•Session Ⅱ: The Korean War and the Role of Busan city

15:40~16:25 (‘45)

•제 Ⅱ주제 (Session Ⅱ) : 6·25전쟁과 부산의 역할

16:25~17:10 (‘45)

•Session Ⅲ : Significance of Establishing the War Memorial in Busan

16:25~17:10 (‘45)

•제 Ⅲ주제 (SessionⅢ) : 부산전쟁기념관 건립 의의

17:10~17:20 (‘10)

•Intermission Ⅱ

17:10~17:20 (‘10)

•휴식 및 장내 정리

17:20~18:00 (‘40)

•General Discussion

17:20~18:00 (‘40)

•종합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