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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는6 25전쟁발발71주년을맞아조사단과함께무공훈장찾아주기국민참여캠페인을진행하고있습

니다. 아래명단에있는수훈당사자거나수훈자를아는분은조사단공식전화번호인 1661-7625로연락하면

무공훈장수훈에관련된자세한안내를받을수있습니다.

국방일보,무공훈장찾아주기국민참여캠페인

다국적군물자 병력수송임무 무사고 완벽수행

다이만부대의주임무는자이툰부대의인원 물자 장비공수였다. 사진은자이툰부대장병들이쿠웨이트알리알살렘공군기지에서이라크아르빌로들어가기

위해다이만부대C-130수송기에오르기직전모습. 국방일보DB

공군58항공수송단, 4년2개월간활동

임무기간중비행거리약지구83바퀴

한국어학당 태권도교실운영큰인기

우리군항공작전우수성세계에알려

2000년대중반우리군의이라크평화 재건

활동에는공군수송부대도참여했다. 2004

년 8월창설한공군58항공수송단이다. 다

이만부대로더잘알려진이부대는 2004

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약 4년2개

월간자이툰부대를포함한다국적군부대의

물자 병력을완벽히공수했다. 항공작전부

대로서이라크에서다국적군활동을든든하

게지원했다.

지역안정의하늘길열다

다이만부대의이름은현지어로 항상그대

와함께라는뜻이담겨있다.이라크의안정

과안전을위한다국적군의평화 재건활동

을묵묵히뒷받침하겠다는의지였다. 2004

년8월31일창설한부대는약한달에걸쳐

공군교육사령부와5전술공수비행단(현재5

공중기동비행단)에서교육 훈련을했다.중

동지역의정세 문화 관습 언어등현지적

응교육과개인별 부문별임무수행능력강

화훈련을했다.신속하게준비를마친부대

는같은해10월12일현지에전개했다.

부대 주둔지는 쿠웨이트 알리 알 살렘

공군기지로,쿠웨이트수도에서서쪽으로

약80㎞떨어진사막한가운데에있었다.

우리나라를비롯해미국 일본등다국적

군이 함께 주둔하는 다국적군 공수 임무

의중심기지였다. 부대는당시이라크아

르빌에서 활동하던 자이툰부대에 병력

물자 장비를공수했으며, 이라크곳곳에

있는다국적군지원활동도펼쳤다.

부대는2004년10월부터2008년12월철

수때까지 9개진에걸쳐임무를수행했다.

이기간1323명이투입됐으며, 2530회출격

해6000시간이상을비행했다.단한건의사

고도 없이 4만3905명의 병력과 4572톤의

화물을 수송했다. 임무 기간 비행 거리는

331만㎞였다.지구를약83바퀴돈셈이다.

부대가주둔한알리알살렘기지는다국

적군이함께사용했다. 다이만부대는각국

부대와연합작전을전개하며긴밀한협조체

계를구축했다.그뿐만아니라정비사상호

교환교육, 기상실무협의, 정비관계관회

의, 상호 현장체험 등의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우리문화를알리는교류에적극적이

었다. 한국어학당과태권도교실은부대가

운영한대표적인교류프로그램으로, 다국

적군장병에게큰인기를얻었다.

완벽한해외임무완수

다이만부대는해외항공작전을위해창설

된네번째공군부대였다.별도부대창설이

없었던활동을더하면여섯번째해외임무

수행부대가된다.공군의첫해외파병부대

는55공군지원단(은마부대)으로1966년7

월부터 1973년 3월까지 베트남전쟁 파병

병력의장거리공수임무를맡았다.미공군

으로부터인수한C-54D 수송기로총 500

회가넘는공수비행을했고, 1만5000시간

의무사고비행기록을세웠다.두번째는걸

프전에서다국적군임무를완수한56공수비

행단(비마부대)이었다.1991년2월부터같

은해 4월까지비교적짧은기간활약했는

데, 460여시간비행하며전투지역에서인

원 물자를수송했다.

우리나라의국제연합(유엔)가입이후에

는 1993년 10월공군C-130 항공기가평

화유지활동(PKO)으로소말리아에파견된

상록수부대에 군수물자를 공수했다. 또

1999년 9월부터 2000년12월까지마찬가

지로유엔 PKO였던동티모르상록수부대

를지원했다. 이어 2001년 12월 57공수비

행단(청마부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항

구적자유작전에참여했다.싱가포르와디에

고가르시아를80여차례오가며, 310톤의

화물과600여명의병력등다국적군인원

과물자를날랐다.

다이만부대는 58항공수송단으로창설했

다. 적대세력의위협에맞서이라크각지에

서활동하는다국적군에물자 장비를수송

했으며,단한건의사고없이완벽히임무를

마쳤다. 부대의성공적인임무완수는우리

군항공작전의우수성을세계에알리는계

기가됐다.부대는다국적군공유정보를바

탕으로위협요인을정확히판단해선제적

으로예방조치했다. 자동위협감지및대응

시스템을운용했고,고난도전술회피기동을

펼쳤다.베테랑조종사들과숙련된동승근

무자들은뛰어난실력과깊은헌신을보였

다.같은기지를사용한미공군, 일본항공

자위대등과비교해병력 항공기수는적었

지만비행임무횟수와비행시간에서는월

등히앞섰다. 서현우기자

<106>이라크다이만부대

연중기획 유엔가입 30년,軍국제평화협력발자취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군번 성명 지역

9352787 김복세

예산군

2801171 심현남

예산군

0612789 강태선

가평군

0663894 김진귀

남양주시

1104807 정덕원

대전시

0620127 김동일

보성군

9348474 정헌량 2800937 김동역 0701931 류연성 0715707 손덕산 1108580 송헌숙 0620805 최상규

9341415 김기철 2801045 김용환 0715888 이희운 0734353 이용항 1109232 최윤옥 0621159 김희만

9326222 김창환 2502357 정창석 1110565 김영일 1901605 전범준 1112197 노창균 0621198 박인택

9310921 오제은 2500584 박정욱 1104898 박원복 2500792 하남철 K1131127 고장환 0621263 이재남

9295404 이병환 2500579 이귀동 1705252 윤을순 2503765 연명회 1132060 김지순 0622594 문통암

8700309 조병구 2500301 김필봉 1705316 이해옥 2604607 황상락 1134180 정철호 0624044 임종용

8300069 성형제 1901639 안병동 1705325 김성환 2800081 김상복 1136846 박영달 0624742 안규철

8201807 이중찬 1900929 최상돈 1705328 김한영 2800087 김덕천 1200039 장입식 0624879 김성도

8201099 이철규 1502177 최태민 1705333 박영운 2800089 김상기 1200161 류필수 0625438 안순명

8200228 유지명 1305718 조경호 1705335 윤솔성 2800351 김종방

대전시

1200250 박상윤 0625876 박문주

7800367 정지영 1204647 김순태 1705344 홍윤기 2801331 이창규 1200354 유주열 0625907 송손택

6200263 김해석 0761858 홍명수 1705401 최양화 5103022 박화일 1200046 김윤환 0625978 이영출

5103257 김병태 0715965 이종석 1705403 황기윤 5103475 오예천 1200468 정광덕 0626260 이명우

5703941 박원순 0664214 박찬희 1705415 박만복 5701315 오수환 1200493 이재걸 0627729 최재철

5703934 박년복 0388852 박용신 1705399 김용진 9214145 정영호 1205518 이복남 0628140 강봉욱

2500301 김필봉 0382712 김창호

가평군

0600049 이상구

남양주시

0995573 김영애 0612906 김봉수

보성군

70147 이당풍

대구시
2901983 최장영 0382726 이이수 0601719 장수경 1101097 김광호 0615303 정용대 075494 김점돌

2903077 최훈필 6505132 김남수 0608577 변석산 1101869 오학균 0618382 박종학 90009 최태명

2801676 김동섭 0607068 채성묵 0610492 유영근 K1102758 홍성익 0618637 김용호 90107 김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