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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활동
에이브럼스사령관, 공동경비구역 방문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취임 첫
주에 박한기 합참의장과 함께 공동경비구역
(JSA)을 방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굳건하며, 계속해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지난 11월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첫 만남을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 안보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언급하며,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이러한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노력의 핵심이며,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 강력해지고 양국은 더욱 가까와 질
것입니다. 여기에 에이브럼스 사령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고 강조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강 장관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 또한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 남북간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
지원

유엔군사령부는 지난 9월 평양에서 남북
대표단이 서명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의
이행을 통해 평화를 위한 단계적 조치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11월, JSA 비무장화와
남북 공동유해발굴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지뢰 제거 초기 작업을 지원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무장지대 감시초소 일부를 철수하고, 향후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점검활동을
지원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정전협정 및 대북 국제
주한미군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www.USFK.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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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럼스 사령관, 대한민국 외교부 방문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사령관 이취임식
로버트 B.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11월 8일 전임자인 빈센트 K. 브룩스 대장으로부터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사령관 이취임식은 캠프 험프리스의 유엔군사령부 겸
주한미군사령부 본청 존 베시빌딩 앞의 비에 젖은 바커 필드에서 거행됐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한반도의 정치적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외교적인 평화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당장에라도 싸울 수 있는 ‘파잇 투나잇 능력’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했다. 높은 수준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비핵화 노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는 시기에 부임한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수십 년간 더욱
견고해진 한미동맹과 유엔사 전력제공국에 대한 그의 헌신을 강조했다.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다.

방문객
11월 사령부를 찾아주신 주요 방문객입니다.
• 카리 빙엔, 미 국방부 정보부차관, 11월 4-6일
• 필립 오스본 공군 중장, 영국 국방정보국장,
11월 5-7일
• 폴 셀바 공군 대장, 미 합참차장, 11월 6-8일
• 조지 반즈, 미 국가안보국 부국장, 11월 6-8일
• 오노즈카 타카유키 중장, 일본 육상자위대
막료부장 (육군참모차장), 11월 7-8일
• 모토마츠 타카시 중장, 일본 부통합막료장
(합참차장), 11월 7-8일
• 필립 데이비슨 해군 대장,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11월 7-9일

• 제리 마르티네스 공군 중장, 주일미군사령관,
11월 7-9일
• 로버트 브라운 육군 대장,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11월 7-11일
•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11월 8일
• 데니얼 데일리, 미 육군 주임원사, 11월 14-17일
• 토마스 버거슨 공군 중장, 미 중부사령부
부사령관, 11월 15-18일
• 에릭 스미스 해병 중장, 미 제3해병원정군
사령관, 11월 28-29일
• 조나단 나이트, 영국 국방정보 부국장,
11월 29-30일

피드백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사항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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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