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수송전대(백구부대)의 작전 및 활동은?

1965년 3월,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 파병과 함께 LST 1척을
베트남에파병했던해군은추가적인증편을통해 부대규모를수
송전대로확장하고, 백구부대로명명했다.
해군수송전대는적극적인연안(沿岸) 수송임무및 민사심리전으로주
월 한국군은물론, 미군과남베트남군의작전에도크게기여했다.
그 후 해군수송전대는주월 한국군의제1·2차철수계획에따라 베트남
에서 철수했으며, 1973년4월 마지막함정이진해항에귀항함으로써8년
여에걸친 베트남파병을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

1. 해군의 파병과 활동
국방부 훈령2호 (1965. 1. 28) 에 따라 한국함대로부터 차출된
LST812(위봉)함이 파월되는 건설지원단(비둘기부대)에 배속됐다. 건
군 이래 최초로 해외에 파
병되는 LST812함은 3월
4일 05:45 인천항에서 사
이공을 향해 출항했다.
이어서 1965년 7월 9
일 LSM609(월미) 함과
611(능라)함이 증파되었
다. LSM의 증파를 계기
건군 이후 최초로 해외에 파병된 LST812위
( 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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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병된 해군 병력이
장교 23명, 사병 238명
으로 확대되자, 비둘기
부대 예하에 해군수송단
대를 편성했다.
그 후 전투부대 파병
과 함께 주월 한국군사
령부가 편성되면서 해상
수송소요가 급격히 증가
하자, 국방부는 1966년
2월 1일, LST807(운봉)
함과 808(덕봉)함을 증
파했다. 그리고 동년 3월

15일부로 해군수송단대를 해군수송전대로 개편함과 동시에 백구부대
로 명명하고, 주월 한국군사령부 직할부대로 승격시켰다.
백구부대는 사이공(Sai Gon)을 모항으로 북쪽은 다낭(Da Nang)으로
부터 남쪽은 캄보디아 국경부근의 푸꾸억(Phu Quoc)섬에 이르기까지 1
천여 마일(mile)에 이르는 연안(沿岸)을 왕래하며, 미군 및 남베트남군
과 통합된 수송임무를 수행했다.
백구부대가 수송한 물자와 장비 중에는 한국군뿐만 아니라 남베트남
군의 군수물자도 있었으며, 남베트남 정부가 요청하는 민간인 물자 수
송도 상당부분 담당했다. 한편 본국의 한국함대에서 별도로 운용하는
LST 1척은 주월 한국군의 보급물자 수송을 위해 본국과 남베트남간의
수송임무를 전담했다.
한편 백구부대는 연안 수송임무와 병행해 사이공 기지 및 각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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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항구에 기항하면서 베트남 난민들과 부두노동자, 고아원을 찾아 구호
활동, 대민진료, 태권도 보급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사심리전 활동으로
한·베트남 유대강화에 기여했다.
특히 사이공 기지에서 남베트남 어린이들을 초청해 실시한 함상견학,
한국해군그리기대회 등은 전화(戰禍)에 시달린 남베트남 주민들에게
친근한 한국 해군의 이미지를 전파하면서 유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
했다.

2. 백구부대의 철수
백구부대의 철수는 주월 한국군의 철수 일정에 따라 2단계로 시행되
었다. 제1단계는 LSM 2척이 마지막 제대인 제7제대에 편성됐으며,
1972년 4월 1일 깜란을 출항하여 4월 13일 부산항 제3부두에 도착했
다. 따라서 LSM의 귀항과 함께 한국군 제1단계 철수가 마무리됐다.
백구부대 본대는 주월 한국군 제2단계 철수 마지막 제대인 제11제대
와 후발대로 편성됐다. 제11제대로 편성된 백구부대 사령부요원은 항공
기를 이용해 1973년 3월 12일 수원비행장에 도착했다.
후발대로 편성된 LST 3척중 2척은 3월 15일 남베트남을 출항해 3월
26일 부산항에 귀항했으며, 마지막 1척은 3월 23일 남베트남을 출항해
4월 3일, 진해항에 귀항했다. 후발대의 귀항으로 베트남에 파병된 모든
한국군의 철수가 마무리됐다.
생각해 봅시다!!
1. 건군 이후 최초의 사례인 해군 함정의 파병은 어떻게 진행됐나?
2. 베트남에서 해군수송전대의 활동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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