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H .콥

1993 년 6 월, 로버트. H .콥 주임원사는 미저리 주에 위치한 Fort Leonard Wood 에서 미
육군에 입대하였고 신병 훈련을 마친후, 경차륜형 기동장비 정비사로 임명받았다. 기초
공수 학교 과정을 수료, Fort Bragg, North Carolina 에 있는 제 82 공수사단 으로 배치
받았다. 1996 년 6 월, 켄터키 주에 위치한 Fort Knox 에서 기병대로 재배치 되었고, Fort
Bragg 으로 돌아갔다. 제 1 기갑사단 주임원사로 부임하기 전, 커브 주임원사는 Train
Advise Assist Command South Senior Enlisted Adviser 으로써도 활약하였고, 제 82 공수사단
제 1 여단전투단 주임원사로써 임무를 수행하였다.

콥 주임원사의 전 직책들은 다음과 같다; 제 82 공수사단 G3 주임원사, 제 9 보병 연대, 제 2
대대 주임원사, 제 5-73 기갑대대 작전부사관, 제 1-82 전투여단 작전계획 부사관, 5-73
기병대대 A 중대 일등상사, 제 82 사단 3 전투여단 본부중대 일등상사, 제 3 전투여단
BSTB 본부중대 일등상사, 73 기갑대대 C 중대 소대장 및 5-73 기갑대대 B 중대
소대장이다.

그 외 근무지는 다음과 같다; 509 보병 여단 1 대대 D 중대, 1-72
장갑기갑연대,제 2 본부중대, D 중대, 1-17 기병대대 A 중대이다. 커브 주임원사의 전투
임무 수행지는 이라크 자유 작전, 항구적 자유 작전, 확고한 지원 작전이다.

콥 주임원사의 군,사회의 교육과정으로는 모든 부사관 교육의 과정을 수료하였고 미
육군원사학교를 63 기로 졸업하였다. 또한 다음의 군 학교 과정들을 수료하였다; 훈련
부사관학교, 기초 응급 구조사, 기초 공습 학교, 공중 강습 학교, 정찰 지도자 과정, 상급
공수학교, 선도정찰대 과정 , 공중 강습학교이다. 콥 주임원사는 미 군사 대학교에서
일반학 준학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동일한 대학교에서 국가안보학을 취득중이다.

콥 주임원사의 상과 훈장은 다음과 같다; 육군공로훈장, 동성훈장 (밸러 디바이스),
동성훈장 (4 회), 국방특별근무공로훈장, 특별근무공로훈장(5 회), 육군표장훈장 (밸러
디바이스), 육군표창훈장 (6 회), 육군공로훈장 (8 회), 한국방위근무메달,
이라크참전표창(3 CS), 세계반테러원정훈장, 북대서양 조약기구 국제안보지원군 메달,
아프가니스탄참전표창. 약장으로는 전투참전 약장, 마스터 강하 약장, 공수 약장,
패스파인더 약장, 훈련부사관 약장, 영국 강하 약장, 독일 강하 약장, 이탈리아 강하 약장.
또한 성 조지 훈장 (동메달), 성마우리스 훈장, 우수기갑프로그램 회원, 드레이퍼
기갑리더십상 수상자이며, 505 공수보병연대 우수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