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4 월 29 일(월) (10:30 -17:00)
07:00

버스 출발(전쟁기념관 주차장 -> 캠프 험프리)

09:00 - 16:30 등록
09:00 - 10:00 장비전시 준비
09:30/10:30/14:00/15:00: 통신센터 견학
13:45 - 14:45 주제 : 전구네트워크 작전
패널 : BG Thoms, CDR 311th SIGCMD; Col Ferguson 8A
G6; Col Cloud, 7AF A6;
예)대령 박범우(합동상호운용성센터장)
15:00 - 16:00 주제 : 상용네트워크 국방적용
패널 : Mr. West, CSfc;, 윤진현, KT;
권오덕,포스텍; ATT
17:30 - 19:30 키노트 만찬, 공연 (모닝캄센터 2 층)
키노트 발표 : 소장 박호(육본정보화기획참모부장),
MG Gillette (CofS UNC)
후원 : CISCO/GDIT
20:00 서울로 버스 출발

Present 4th Annual

TECHNET
KOREA

2019 년 4 월 30 일(화) (09:00 - 17:00)
07:00

버스 출발(전쟁기념관 주차장 -> 캠프 험프리)

09:00 - 17:00 등록
09:30/10:30/14:00/15:00 : 통신센터 견학
10:00 - 11:00 – 주제 : 연합네트워크 특성, 제한 극복 방안

2019

패널 : BG Juknelis Ops 8A; BG Kim CFC C6
12:00 - 13:30 키노트 오찬, 공연 (모닝캄센터 2 층)
키노트 발표 : LGen Wayne Eyre (DCDR UNC);

(예)중장 한동주(前 3 군단장)
후원 : GDIT/CISCO
13:45 - 14:45 : 주제 : 상용보안기술 국방적용
패널 : Mr. West, CSfC; AT&T; Samsung
15:00 - 16:00 주제 : 장군단 토의 : 사이버 상황
패널 : BG KIM, CFC C6; BG Thoms, CDR 311th

SIGCMD

TechNet Korea 2019 4. 29(월) – 5. 1(수)
제 4회 한.미연합 세미나/장비전시회
4TH US and Korea Combined TechNet

17:00 - 20:00 친교 모임 “The W”
후원 : 통신협회, 후원사
20:30

서울로 버스 출발

2019 년 5 월 1 일(수) (09:00 - 13:00)
07:00 - 버스 출발(전쟁기념관 주차장 -> 캠프 험프리)

주최 :
미 : AFCEA Korea, Signal Corps Regimental
Association (SCRA),
한 : 국방정보통신협회 (DICA)

09:00 - 13:00 장비전시
09:30 - 10:30 주제 : 계약절차(미단독) (모닝캄센터 2 층):
패널 : FED; 411th CSB; GSA
10:45 - 11:45 주제 : 한반도 통신지원 사항
패널: Col Pishock CDR 1st SIGBDE; Col Ferguson G6;

Col Wood TFM; Mr. Wright, USFK Science
advisor
12:00
13:30

ROK DRILL CENTER
MORNING CALM
캠프 험프리
평택, 대한민국

전시회 종료
서울로 버스 출발

“평화체제 전환기
안보기술”
www.koreatechnet.com
www.dica.ne.kr

KEYNOTE SPEAKERS

KEYNOTE SPEAKERS
중장 Wayne Eyre

소장 박호

UNC 부사령관

육본정보화기획참모부장

Eyre 중장은 Royal Roads Military

박호 소장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영

College 와 Royal Military College 에서
위촉되었습니다. 그는 학사 학위와 3

국 맨체스터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제어계

개의 석사 학위 (군사 연구, 운영 연구

측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군 경력으로

및 전략 연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다국적 작전

는 이라크 자이툰사단 통신대대 대대장과, 13정보통신단 311노

지역에서

드대대 대대장, 국군지휘통신사령부 90통신단장, 육본 정보화기

지휘관

또는

부지휘관으로

다수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키프로스에있는 유엔군 소총 소대를 지휘했고,
크로아티아 UN 보호군(Medak Pocket 포함), 2PPCLI 정찰 소대;
보스니아에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연락팀으로

나토군의

안정화

칸다하르에있는

근무하였으며,

부대

캐나다

아프가니스탄

소총
작전

중대.

참사관과

전투에서

육군

획실 정보통신운영계획과장을 역임하였으며, 장군 진급 후 제3야
전군사령부 지통처장, 합참 사이버지휘통신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육군참모총장의 통신참모인 육본 정보화기획참모부장으
로 복무중입니다.

여단소속으로 참여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의 NATO 훈련
사령부 사령관으로서, 아프가니스탄 국가 안보 세력의 세력
창출, 제도적 훈련 및 전문성 개발을 총괄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XVIII (미 공군) 공수 부대의 부대장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예)중장 한동주

그는 현재 한국의 유엔군 부사령관으로 근무중입니다.

전)제 3 군단장

소장 Mark W. Gillette

예)중장 한동주는 육군3사관학교를 졸

UNC 참모장

업하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한양
대학교 행정학 석사학위 취득하였고, 한양대학교 행정학 박사학

Mark W. Gillette 소장은 미국 육군 사관
학교인 웨스트포인트에서 사회과학학사,
Syracuse University 에서 사회 과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육군대학에서 전략 연구 석사 학위를

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군 경력으로는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화발전과장, 전투체
계발전과장을 역임하였으며, 장군으로 진급하여 제13 공수특전

취득했습니다. 그의 군사 경험은 워싱턴 DC 의 Inter-American

여단장,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수부장, 소장으로 진급하여 제9 보

Defense Board 에서 의장으로 봉사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

병사단장,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중장 진급

몬터레이 Presidio 에서 연수하였고, 홍콩 주둔 미태평양사

후에는 제3 군단장, 제3 야전군 부사령관을 역임하였습니다.

고급반 수료, 조지아 스튜어트 기지에서 2 기병대, 4 기갑부대,
20 사 기계화보병사단, 20 사 전투항공여단에서 참모장교를
역임하였고, 4 대대 20 사 전투항공여단에서 행정관 집무를
수행하였으며,

필리핀

육군,

아이티/몽고

국방부,

중국/캄보디아 등에서 미육군 실무 담당 및 고위공무원으로
복무하였으며, 현재 한국에서 유엔군 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