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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활동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미 의회
인준 마무리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10월 11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9월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에이브럼스
대장은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
유예로 연합군의 준비태세가 “약화됐을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현장에 부임하면
군사준비태세를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삼고” 직접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빈센트 K.
브룩스 현 사령관과 신임 에이브럼스 대장의
사령관 이취임식은 오는 11월 8일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및 비영리 기구이다.
브룩스 장군은 오찬에서 한미동맹의 힘을
역설하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이것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같이 갑시다’ 정신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이
‘같이 갑시다’ 정신으로 생활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미우호협회들, 브룩스 사령관 초청 오찬

여러 한미우호협회 대표들이 10월 18일
용산 기지에서 브룩스 사령관의 송별 오찬을
주재했다. 이들 우호협회는 모두 국제관계와

주한미군, 밴달 중장 (예) 사망 애도
사진: 미 육군 병장 벤자민 파슨즈

전 미8군사령관 토마스 S. 밴달 중장 (예)이
10월 7일 별세했다. 밴달 중장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미8군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용산 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배치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주한미군 직원들은 한국 방어와
주한미군이 동북아 지역 안정화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기여한 밴달장군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검정 리본을 패용하고 애도를
표했다.

방문객
10월 사령부를 찾아주신 주요 방문객입니다.

유엔군사령부, DMZ 비무장화 지원
남과 북, 유엔군사령부는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군사합의서)’ 의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해 여러
차례의 3자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지속
완화하여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군사합의서의 사안에는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와 공동유해발굴 작업의 안전을 위한 지뢰 제거
등이 포함된다. 유엔군사령부는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대화 촉진에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전 전사자 유해를 북한에서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었다. 유엔군사령부 부사령관 웨인 에어 중장은 유엔군사령부가
“군사합의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포함한 “현재의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USFK.mil

• 송영길 국회의원, 10월 2일
• 프로데 솔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
10월 12일
•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10월 16일
• 로니 모디카, 미 국방부 미사일격멸
특별프로그램책임관, 10월 16-18일
• 닐 와일리, 미 국방정보국 분석국장,
10월 21-25일
• 데이비드 루이스 해군 중장, 미
국방계약관리본부장, 10월 23-25일
• 스콧 하월 공군 중장 , 미 합동특수작전사령부
사령관, 10월 24-27일
• 윌리엄 “맥” 쏜베리, 미 하원의원(공화당텍사스주), 하원군사위원회 위원장,
10월 27일-11월2일

피드백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사항을 환영합니다

담당자: 알만 쿠치넬로 (Armand Cucciniello) armand.v.cucciniello.ctr@mail.m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