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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활동
미 대북특별정책대표, 공동경비구역(JSA)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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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정책대표가 12
월 20일 유엔군 사령부(UNC) 마크 질레트
참모장의 주최 하에 JSA를 방문했다. 비건
대표는 지난 9월 평양에서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포괄적 군사 합의에 따라 바뀐 상황들을
시찰했다. 변경된 사항으로는 비무장 지대의
지뢰 제거, 경비 철수, 초소 폐쇄와 남북을
가르는 군사분계선 근방에서의 포병훈련
및 기타 훈련 전면 중지 등이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정전협정을 계속 따르면서 최근
일련의 변화를 전적으로 지지해오고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 오산 공군 기지 전장 순환 지휘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 사령관 및 주한미군 사령관은 공군
자산의 준비태세를 평가하고 다가오는 미 의회에서의 증언을 준비하기 위해 12
월 20일 미 공군 중장인 케네스 윌스바흐 7공군사령관의 주최 하에 오산 공군
기지에서 전장 순환을 지휘했다. 에이브럼스 대장은 제607항공작전센터 및 임무
파트너의 합동사격통합을 직접 확인했으며, 제5정찰비행대대, 제51전투비행단, 제
35방공포여단, 제607항공작전본부; 그리고 제694정보전대를 방문했다. 각 소대는
작전 개요를 보고하고 준비 태세를 보여주는 훈련을 취했다. 사령관은 미국과
연합군 항공병들이 서로 다른 유형의 첩보와 자료 등을 두고 어떻게 협력하고
대응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다. (아래 사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 미 공군 중장 케네스 윌스바흐 7공군사령관, 제이슨 달 미 공군 대위, 그리고
에이브럼스 대장이 비행을 앞둔 U-2 드래곤 레이디 정찰기의 조종사와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유엔사 사찰 기념식

한미연합사령부(CFC) 김병주 부사령관;
박정환 육군 제1보병 사단장; 유엔군 사령부
포병 대대장 션 모로우 육군 중령; 레이먼드
헨드릭 부대 선임 상사와 한국의 불교
지도자들은 12월 23일 캠프 보니파스에
있는 사찰의 지명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 법당은 “유엔사 사원”이라 명명됐고,
전국적으로 승인된 신행 활동 장소가 되었다.
이 행사는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를 희망하는
상징으로써, UNC 회원국과 한국 간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탄 정확도 선발 시험 훈련

12월 3일부터 19일까지 14대의 M1A2
탱크를 지급받아 포화, 이송하여 캠프
케이시에서 미 육군 사전배치 물자
불출훈련에 돌입했다. 한국에 순환 배치되어
기갑 전투여단으로 책임을 맡은 지 한 달
여가 지나 실시된 이번 훈련에는 기능 보장을
위해 무기 발사가 포함됐다. 제1기갑사단
제3기갑여단은 1월에 미 육군 사전 배치
재고의 유효성을 지속하기 위해 15개 중대의
기갑 탱크를 추가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방문객
지난 달 사령부를 찾아주신 주요
방문객입니다.

사령관, 12월 3-5일
• 필립 G. 소이어 해군중장, 미 제7함대
사령관, 12월 3-5일
• 다시 로저스 중장, 국방위협감소국 부국장,
12월 3-5일
• 카즈키 야마시타 해군중장,
일본해상자위함대사령관, 12월 3-5일
• 마크 리퍼트 대사, 전 주한미국 대사 겸
보잉 외국정부 업무담당 부사장, 12월
9-15일

• 루이스 크라파로타 중장, 미 태평양
해병부대 사령관, 12월 11-14일
• 에드워드 달리 중장, 미 육군보급사령부
부사령관, 12월 12-13일
• 백선엽 예비역 대장, 한국군 최초의 4성
장군, 12월 14일
• 마이클 다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
12월 18-19일
• 티모시 P. 브로글리오 대주교, 미국 군종
대교구장, 12월 18-24일

• 존 D. 알렉산더 해군중장, 미 제3함대
주한미군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USFK.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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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