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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10월 17일

여의도 기지에서 은마부대 창설식을 가졌다.

단비, 동명, 아크, 오쉬노, 청해…. 벌써부터 ‘아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이름들은 현재 세계 각지에서 세

계 평화와 우리나라 국위선양에 기여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

한민국 해외 파병부대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공군도 해외 파

병부대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2012년 현재 해외에서 임무를 수

행하고 있는 공군의 파병부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월남전에 참전했던 ‘은마’ 부대부터 지

난 2004년 10월 이라크 안정화작전에 

파견되어 4년 3개월간 임무를 수행했

던 ‘다이만’ 부대에 이르기까지, 공군

도 다양한 해외 파병부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Question 8

공군도 해외 파병부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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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
은마부대를
아나?

필승!
선배님

공군의 해외 파병사

공군의 해외 파병은 1965년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에 따

른 공수임무를 위해 이듬해인 1966년 10월 창설된 ‘은마부대’

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은마부대는 7년간 1,000여회의 비행

을 통해 3만 명의 인원과 5,900톤의 물자를 공수하였으며 기

상 지원, 공중정찰 임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세계에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1990년에 발생한 걸프전

에서도 다국적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1991년 2월, ‘비마부대’

를 창설해 국군의료지원단의 병력 수송, 다국적군 환자 수송 등

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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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만부대 병력 수송

비마부대 걸프전 파병

또한, 1993년에는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파병을 위한 

공수 임무를 맡기도 했으며 1999년 9월부터 10월까지는 동

티모르 평화유지군의 공수 임무를 위해 최초로 9대의 C-130 

항공기를 동시에 투입하는 대규모 작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에는 ‘청마부대’로 불리는 제57공수

비행단을 창설하여 아프가니스탄의 대테러 작전에 참가했습니

다. 공군은 이 작전에서 태평양과 인도양을 가로지르며 80여회

에 걸쳐 다국적군에 대한 의료 및 수송 지원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항상 그대와 함께’, 다이만 부대

아랍어로 ‘항상 그대와 함께’

라는 뜻을 가진 다이만 부대는 2004

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단 

한 번의 임무실패 없이 쿠웨이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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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8월 30일 

다이만부대 이라크 파병

이라크를 오가며 자이툰 부대와 동맹국 부대에 대한 항공수송 

지원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4대의 C-130H 수송기

로 4년 3개월간 43,000여 명의 병력과 4,600여 톤의 군수물

자를 수송한 다이만 부대는 지구 86바퀴에 해당하는 총 340만

㎞의 거리를 비행했답니다.

다이만 부대는 익숙하지 않은 활주로, 뜨거운 사막의 모

래폭풍 등 열악한 환경과 이라크 북동 지역, 바그다드 등 전장

의 대공 공격 위협 속에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동맹군들로부터 ‘최고의 공수작전 부대’

라는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