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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GCAA Citabria Adventure

1. 제작사 : Champion Aircraft Corporation

2. 유  형 : 2인승 경비행기

3. 엔  진 : 1 Textron Lycoming O-320-B2B

4. 최대탑승인원: 2명 (조종석 1명, 승객 1명)

5. 버  전 

❍ 7ECA, Citabria Standard
❍ 7GCAA, Citabria 150, Citabria "A" Package,

   Citabria Adventure

❍ 7GCBC, Citabria 150s, Citabria "C" Package,
   Citabria Explorer

❍ 7KCAB, Citabria "B" Package
❍ Citabria Pro

기준일: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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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력

 7GCA 모델은 원래 1959년 11월 17일에 7GCAA 모델은 1965년 7월 30일에 형식증명 받았으며, 

이 두 모델은 1980년까지 생산되었다. 이후 1997년에 7GCAA 모델이 재출시되었고, 2007년에는 

증가된 엔진 출력, 가변 피치 프로펠러에 알루미늄 착륙바퀴와 6.00-6 타이어가 장착된 

'Ultimate' 모델이 출시되었다.

  사 양

크기 (외부) ※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7ECA와 동일

프로펠러 지름(Propeller diameter) 
Sensenich 1.85 m (6 ft 1 in) 

MT 1.88 m (6 ft 2 in)

크기 (내부) 및 면적 ※ 7ECA와 동일

중량 및 적재하중 ※ 다음사항을 제외하고 7ECA와 동일

기본중량 (Empty Weight) 544 kg (1,200 lb)

최대동력하중 (Max power loading)
O-320 엔진 6.66 kg/kW (10.94 lb/hp)

O-360 엔진 5.92 kg/kW (9.72 lb/hp)

성능 (Performance) ※ O-320 엔진 기준

초과금지속도 (Vne) 140 kt (260 km/h; 162 mph)

최대수평속도 (Max level speed) 121 kt (225 km/h; 140 mph)

최대순항속도 (Max cruising speed) 
※ 75% 출력

117 kt (217 km/h; 135 mph)

실속속도 (Stalling speed) 
※ 무동력

46 kt (84 km/h; 52 mph)

최대상승률 (Max rate of climb) 
※ 해수면 기준

356 m (1,167 ft)/min

실용상승한도 (Service ceiling) 5,029 m (16,500 ft)

이륙거리 (T-O run) 131 m (430 ft)

장애물이륙거리 
※ 15 m (50 ft) 기준

273 m (895 ft)

장애물착륙거리 
※ 15 m (50 ft) 기준

259 m (850 ft)

착륙 후 제동거리 (Landing run) 146 m (480 ft)

항행거리 (Range) 
※ 최대연료탑재 기준 75% 출력 

※ 예비연료 없음
482 n miles (893 km; 555 miles)

55% 출력 595 n miles (1,102 km; 685 miles)

순항시간 (Endurance) 3 h 6 min

G-포스 허용치 (G limit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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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정보

대당가격 미화 117,900불 (2010년 기준).

항공기 특징 7ECA와 동일.

항공기 

조종장치
승강타 +28°/-24° 작동범위를 제외하고 7ECA와 동일.

항공기 구조 7ECA와 동일.

착륙장치 7ECA와 동일.

엔진

Sensenich 74DM6S8-1-56 고정피치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119 kW (160 hp) Lycoming 

O-320-B2B 수평 4기통 피스톤 엔진 1개가 표준 장착되어 있으며, “Ultimate"은 MT社 
MTV-188-R-135-4G 2개 블레이드 가변피치 프로펠러를 구동하는 134 kW (180 hp) 

Superior Vantage O-360-A3A2 엔진 1개가 장착됨. 연료량은 7ECA와 동일하며 

오일양은 7.6 리터(2.0 미국 갤런, 1.67 영국 갤런)임.

편의시설 7ECA와 동일.

기타 시스템 7ECA와 동일.

항공전자

장    비
Aspen社의 EFD 1000 Pilot EFIS가 선택사항으로 추가된 것을 제외하고 7ECA와 동일.

장    비 7ECA와 동일.

 주문인도현황

첫 모델은 369대가 생산되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2009년까지 515대가 생산되어 등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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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외관

   

  조종실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