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지원단(은마부대)의 활동은?

1965년 3월 건설지원단파병과함께 소수의연락 및 의전요원이
파병된공군은지상군의파병규모가확대됨에따라공군지원단으
로 확대개편되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C-54D 4대를 인수해 한·베트남간장거리 공중수
송을 담당하는한편 C-46D 3대를 주월 한국군사령부예하 공군지원단에
배속해베트남에서공중수송을적극적으로지원했다.

1. 공군의 파병과 활동
한국군 최초로 베트남에 파병된 공군은 1965년 3월 건설지원단(비둘
기부대)와 함께 파병된 연락 및 의전요원 3명(장교2, 병1)이었다. 이어

서 1965년 9월, 주월 한국군사령부가 창설되자, 사령부 참모장교로 김
재엽 중령 등 18명의 공군장병이 파병됐다.
이어서 한국군의 작전
규모가 확대되면서 지상
군에 대한 전술항공지원
소요가 증가되자, 국방부
는 1966년 7월 이유쇠
중령 등 10명을 직접항공
지원본부(DASC) 요원으
건군 이후 최초로 해외에 파병된 C-46D수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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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창빈 중령 등 13명

을 공수지원반 요원으로 각

C-54D 수송기의 한·베트남 및 베트남 국내 운항도

각 파병했다.
그 후 베트남에 파병된 한
국군의 작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파병된 장병의 교대와
환자후송, 군수물자 공수 등
한·베트남간의 장거리 항
공소요가 증가했다. 이를 위
해 공군은 1966년 10월 17
일, 미 공군으로부터 인수한
C-54D 4대에 대한 인수식
과 한·베트남 간 항공수송
을 전담하게 될 은마부대 명
명식을 서울 여의도 비행장
에서 거행했다.
공군의 파병 및 활동 규모가 확대되자, 1967년 7월 1일부로 각급부대
에 분산운용하고 있던 공군 지원요원을 통합해 공군지원단을 창설한 후
주월 한국군사령부 직할부대로 운용하게 됐다. 공군지원단 예하에는 전
술항공지원대, 비행대, 수송지원대가편성됐다.
이어서 1967년 8월 4일 C-46D 항공기 2대를 공군지원단에 배속해
남베트남에서 주 2회의 정기비행과 예하부대 요청에 따른 수시비행으
로 공수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월 한국군의 작전에 기여했다.
그러나 최초로 파월된 2대의 C-46D 수송기가 노후화되어 작전에 지
장을 초래하게 되자, 1968년 10월 22일 C-46D 수송기 1대를 증파 했

한국군의 작전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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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서 1970년 5월 19일에는 성능이 우수한 C-54D로 교체함으로
써, 보다 향상된 공수지원 임무를 수행했다.

2. 공군지원단의 철군
베트남에 파병되어 각종 작전 및 지원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군
지원단은 1973년 3월 13일, 3대의 C-54D 수송기 편으로 선발대 42명
이 귀국했다. 이어서 3월 15일, 후발대 46명이 DC-8 항공기를 이용하
여 수원기지에 도착함으로써, 철수를 완료했다.
베트남전쟁 기간 중 공군
지원단의 작전지원 실적은
전술항공지원 10,669회,
전방공중통제 1,960회에
달했으며, 1,420회의 공수
지원으로 19,800명의 인원
과 1,115톤의 물자를 수송
C-54D수송기 : 1966년 6월 베트남전쟁에 파병된 한국
군의 공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 후 1992년 퇴역
하기까지 26년간 공군의 주력 수송기로 활약했다.

함으로써 주월 한국군의 작
전에 크게 기여했다.

생각해 봅시다!!
1. 건군 이후 최초의 사례인 공군의 베트남파병은 어떻게 진행됐나?
2. 베트남에서 공군지원단의 활동과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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