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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터에서 적에게 둘러싸여 보급이 끊긴다면 아무리 뛰어난 

군인이라도 적에게는 ‘독안에 든 쥐’다. 하지만 이 ‘독안에 든 쥐’ 

신세가 된 아군에게도 보급품을 전달할 수 있는 부대가 전군 

유일하게 공군에만 있다. 어느 곳이든 장갑차, 지휘관 차량, 식량, 

의료품들을 보급한다. 택배회사보다 정확하고 퀵서비스보다 

빠르다. 바로 공정화물의장중대(이하 의장중대)1)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제259전술공수지원대대를 찾았다.

의장중대 작업장에 들어가니 580m² 크기의 작업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의장중대 7명의 장병들은 보급품 포장에 한창이었다. 

보급품은 무게에 따라 크게 1,143kg 이상은 중장비(HE; Heavy 

Equipment), 226~997kg는 용기화물(CDS; Container Delivery 

System), 226kg 이하는 용기화물(BDL; Bundle)로 구분한다. 

무게에 따라 떨어지는 속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장착하는 낙하산 

종류도 다르다. HE의 낙하산은 G-11B, CDS의 낙하산은 G-12, 

BDL의 낙하산은 G-13을 장착한다. 낙하산 G-11B은 지름만 

30m에 이른다. 보급품의 무게중심에 따라 낙하산의 장착위치도 

달라진다.  

기자도 이들이 작업 중인 차량(Radio Jeep) 포장에 동참했다. 

포장 방법은 총 6단계로 구분된다. ①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밑받침 배치 ② 충격흡수를 위한 완충제 설치 ③ 무게중심을 

고려한 보급품 배치 ④ 보급품 고정 ⑤ 낙하산 설치 ⑥ 착지 때 

화물이 뒤집힘을 방지하기 위한 분리대 설치. 차량바닥에 

알루미늄 판을 깔고 충격흡수를 위해 5cm두께의 골판지를 

차량축 밑바닥에 깔았다. 차량과 밑받침을 끈으로 고정하기 위해 

차량 아래에 몸을 밀어 넣었다. 밑받침과 차량 사이의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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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에서 보급품을 투하하기 이전에, 보급품을 ‘포장’하고 ‘적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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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cm도 되지 않았다. 들어가기도 힘든 공간에서 끈을 

고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쉽지 않았다. 끈 하나를 

매기 위해 5분간 애를 쓰자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  

의장중대장은 “중장비에 속하는 차량 하나를 포장하는데 100여 

개의 매듭과 140여 가지의 고리가 필요하다”면서 “하나라도 

소홀히 할 경우에는 투하도중 낙하산, 밑받침, 보급품이 각각 

분리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겁을 줬다. 이날 차량 

1대를 포장하는 데 교관 4명이 작업해 5시간이 걸렸다. 

작업을 끝낸 시간은 오후 5시 반. 간단해 보이던 

차량 포장에 하루가 지나갔다. 

다음날 아침 9시. 의장작업장에서 500m 떨어진 활주로에 C-130 

수송기가 서 있었다. C-130의 최대투하량은 1.4톤이다. 2,948kg의 

차량 4대를 거뜬히 투하시킬 수 있는 셈이다. 적재사들이 포장을 

마친 보급품을 수송기에 싣고 있었다. 그들은 보급품을 가벼운 

순서부터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벼운 보급품을 마지막에 실을 

경우, 낙하 도중 뒤따라 낙하하는 무거운 보급품이 먼저 떨어져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재를 마친 후 

전술훈련이 

예정된 수송기 화물칸에 

적재사들과 동승했다. 이날 투하 지역은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 위치한 낙동강. 10분 정도 지나니 

낙동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폭 500m, 길이 1km의 강변에서 

공중통제사가 표시한 지점에 보급품을 정확히 투하해야 한다. 

수송기는 적의 대공포를 피하는 듯 전술비행을 시도했다. 

수송기가 60도가량 몸을 기울여 비행하는가 하면, 산과 산 사이 

골짜기를 피해 비행했다. 몸을 가누는 것은 불가능했고 

어지럼증에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날 비행시간은 총 1시간 

40분. 이동거리만 514km다. 울렁증과 흘린 땀에, 식은땀까지 

더했다.  

수송기 조종사들은 미리 침투한 공중통제사들이 불러준 풍향, 

온도 등을 공중투하 계산프로그램(CARP)에 적용했다. 최적의 

지점에 도착하자 수송기는 급하강하더니 지상 100m 지점에서 

수송기 뒷문을 열었다. 안전보호조끼를 입고 보급품 가까이 

다가서자마자 보급품은 수송기 밖으로 빨려나갔다. 떨어진 

지점은 공중통제사가 피워놓은 연막탄의 10m지점. 정확했다. 

지난 2009년, 세계 공군들이 보급품투하 실력을 겨루는 ‘국제 

로데오대회’에서 최우수외국팀상을 받은 실력을 여과없이 

보여줬다.  

어렵게 땅을 밟았지만 울렁증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공군 장병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어디든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적진에서 적과 싸우고 있을 우리 전우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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