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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임 사

합동참모본부

대통령님, 장관님, 국방위원님,
연합사령관을 비롯한 내외 귀빈!
그리고 친애하는 국군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역사상 유례 없이 대통령님을 모시고
제 40대 합동참모의장의 중책을 맡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면서,
대통령님의 통수철학과 국방장관의 지휘의도를 받들어
국가방위와 국익수호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먼저, 위국헌신으로 나라를 지켜온 순국선열과
호국용사,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과 주한미군 장병,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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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2개월 동안
완벽한 군사대비태세와 전승 보장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순진 대장님께
전 국군장병을 대표하여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자랑스런 국군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
지금 우리의 안보상황은 그 어느때보다 엄중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軍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확실하게 보위할 수 있는
새로운 군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합참의장의 막중한 사명감을 통감하면서,
다음 3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全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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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軍의 즉응성을 강화하여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테러, 재난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한
선도적 대응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대통령님의 통수지침인 ‘강한안보 책임국방’을
위한 군사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을 정립하고
한국형 3축체계의 조기 구축과
전력획득절차의 투명성·효율성을 보장하여
주도적 군사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유리한 안보전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군 균형발전 등 국방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정부의 안보정책을 강한 힘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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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 국군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
우리 군은
능동적이고 즉응성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적에게는 두려움을,
국민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본 행사에 임석하셔서 우리 군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신
대통령님과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2년간
오로지 국가에 헌신하시고, 군인의 명예를 드높이신
이순진 대장님과 그 가정에 더 큰 영광과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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