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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onov An-24

1. 제작사 : Antonov National Aircraft-Building

           Corporation

2. 유  형 : 쌍발 터보프롭 수송/여객기

3. 엔  진 : 2×Ivchenko AI-24A 터보프롭 엔진

4. 최대탑승인원 : 54명 (승무원 4명, 승객 50명)

5. 버  전

❍ An-24 ❍ An-24A
❍ An-24ALK ❍ An-24AT
❍ An-24AT-RD ❍ An-24AT-U
❍ An-24B ❍ An-24D
❍ An-24LL ❍ An-24LP
❍ An-24LR ❍ An-24PRT
❍ An-24PS ❍ An-24RR
❍ An-24RT ❍ An-24RV
❍ An-24ShT ❍ An-24T
❍ An-24TV ❍ An-24USh
❍ An-24V-Ⅰ ❍ An-24V-Ⅱ

기준일 :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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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력

Antonov An-24 (NATO 명 Coke)는 44인승 쌍발 터보프롭 수송/여객용 항공기로 1957년에 

Antonov 社 설계부에 의해 구 소련에서 설계되고 제작되었음.

1959년에 첫 비행을 실시하였고, 2010년 5월을 기준으로, 1,000여대가 넘는 An-24 항공기가 

제작되었으며, 880여대의 항공기가 전 세계적으로(주로 독립국가연합 및 아프리카) 운영 중이며, 

이 중 여객서비스 중인 항공기는 총 297대임.

오래된 피스톤 엔진 항공기인 Ilyushin Ⅱ-14 수송기를 대체하기 위해 설계된 항공기로 

중단거리용으로 양호하지 않은 상태의 활주로 및 외딴 지역에 미비한 상태의 공항에서 

운영하는데에 최적화되어 있음. 엔진 및 블레이드가 FOD 등에 덜 손상될 수 있는 고익기 형태. 

중량 대 추력비는 다른 많은 비교가능 항공기들에 비해 매우 높으며, 동체가 울퉁불퉁하게 또, 

지상지원 장비가 최소한으로 필요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울퉁불퉁한 동체 및 양호한 성능 때문에 An-24는 빙하 탐지 및 엔진/프로펠러 시험동체 뿐 

아니라, An-26 전략 수송기, An-30 사진지도/조사 항공기 및 An-32 전략 수송기 같은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들을 개발하는데 기초 항공기로 사용되는 등 많은 2차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음. An-24 항공기는 4개의 중단거리 제트 여객기 및 다양한 엔진 

반복과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주요 생산 라인들에서 생산된 현황으로 Kiev-Svyatoshino(현재 “Aviant”) 항공기 제작 공장에서 

An-24 985대, Ulan Ude에서 An-24 180대, Irkutsk에서 197대의 An-24T 전략 수송/화물기를 

생산함. 1978년 이후 구 소련 내 생산 공장들에서 An-24항공기는 생산 중단되었음.

이후 An-24는 중국 Xi'an Aircraft Industrial Corporation에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역추력 

기능 및 기타 재설계된 Xian Y7이라는 명칭으로 파생 항공기로 생산이 지속됨. 민간항공기 형태로 

Y7 제작은 서방 엔진 및 항공전자장비 성능 및 경제성 개선을 시키고 수출 노선을 넓힌 MA60 

파생품에 의해 대체되고 있음.

 버  전

An-24 본래 디자인으로 원형 항공기. 쌍발 엔진의 44인승 운송용 항공기.

An-24A

◦ 첫 번째 버전 : Kuznetsov NK-4 터보프롭엔진에 동력을 제공하는 여객기

                  프로젝트임. NK-4가 취소되면서 단종됨.

◦ 두 번째 버전 : APU 배기구가 동체 우측 나셀 끝으로 위치시킨 형태의 50인승

                  여객기로 제작된 항공기. (Kiev에서 생산)

An-24ALK

(Automatic Flight Check System, 자동 비행 점검 시스템) 일부 An-24 항공기들이 

항법 보조장비 교정 작업을 위해 1대의 An-24LR 'Toros'(개조 이후 An-24ALK로 

재설계됨)과 함께 개조된 버전임. 이 버전의 항공기는 광학 센서용 사진 경위 및 강력한 

조명 광원에 적합함.

An-24AT
1962년 프로젝트로 Isotov TV2-117DS 동조 터보프롭 엔진이 장착되어 후방 (화물용) 

이동계단이 달린 전략형 수송기 버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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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24AT-RD

(RD는 제트엔진을 의미) An-24AT 전략 수송기로 계획한 버전으로, An-24AT 

항공기를 기본으로 바깥쪽 날개 밑에 pod 형태로 2개의 터보제트 부스터를 장착하고 

(화물용) 이동계단을 넓게 개선한 항공기임.

An-24AT-U

(U는 부스터를 의미) 1966년부터 계획한 전략형 수송기 버전으로, 3개 또는 5개의 

PRD-63 (화약 로켓 엔진) 이륙보조 로케트 및 최대 3개의 제동 낙하산이 장착되고, 

화물 램프가 넓어진 항공기임.

An-24D

An-24B를 기본으로 장거리 여객기로 계획한 버전으로, 단일 RU-19 부스터 제트 

엔진이 우측 나셀에 장착하고, 60석 좌석으로 길어진 동체, 구조 강화 및 탑재연료량 

증가를 시킨 항공기임.

An-24LL

(LL은 flying laboratory를 의미) 일반적인 접미사로서 LL은 어떠한 시험체 항공기에 

붙여 사용할 수 있지만, An-24의 경우에는 양산된 항공기들의 감항인증에 대해 

점검하기 위한 도량용 (측량 과학) 장비들을 갖춘 단일 항공기로 사용됨.

An-24LP

(LP는 산림화재 소방을 의미) 3대의 An-24RV 항공기를 광학식 연기 및 화염 감지기, 

열 대비 영상기, 플레어(조명탄) 용기 운반 랙 및 공중투하 소방대원을 수송할 수 있도록 

객실 내에 탱크를 설치하여 소화용 항공기/구름 씨 뿌리는 항공기로 개조한 버전임.

An-24LR

① Toros [Ice Hummock] (빙하 탐지용) 최소 2대 이상의 An-24B에 'Toros' SLAR 

   (기상 측시 레이더)이 동체 한 쪽 면에 장착하도록 개조된 버전으로, 빙하탐지,

   쇄빙선 안내, 호송 및 기타 항목들은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임.

② Nit [Thread] 1대의 An-24B 항공기에 ‘Nit’ SLAR (기상 측시 레이더)를 동체 측면

   아래에 매우 큰 Pod 내에 장착하여 개조시킨 버전임.

An-24PRT
(SAR 장착 수송기) An-24RT를 기반으로 개조된 탐색 및 구조 버전의 양산 항공기임. 

총 11대 제작됨.

An-24PS
(SAR) 탐색 및 구조 임무로 개조된 1대의 An-24B 항공기로 An-24RT에서 파생된 다른 

개량 버전을 위해 개조했으며, 수락 시험 후에 불합격되었음.

An-24RR

(방사능 탐지용) 4대의 An-24B 항공기를 기반으로 핵, 생화학전 정찰 버전으로 개조한 

버전임. RR8311-100 대기 표본 채집 pod가 동체 전방에, 동체 좌측 파일론 상에 센서를 

장착함.

An-24RT

① 개량된 수송기 : An-24T와 유사한 버전임. 보조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되었음.

② 중계기 장착 : 일부 An-24T 및 An-24RT 항공기는 통신 중계기 항공기로 개조되어

                사용됨. 이따금 ① 항공기와 구분하기 위해 An-24Rt로도 표기함.

An-24RV
(boosted V) 터보제트 개량형 수출 버전으로 An-24V와 유사하나, 우측 나셀 내에  

1,985 lb (900 ㎏) 추력 보조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되어 있음.

An-24ShT
(Staff/지휘본부 운송용) 지휘관들이 탑승하는 공중 전술 전투 사령부 항공기 버전으로 

지상 설치 통신 및 지휘본부를 형성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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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24T

① (수송용 - 첫 번째 버전) 전략 수송기 버전으로 수락 시험 중에 발생한 취약한

   현장 성능으로 수락검사에 불합격됨.

② (수송용 - 두 번째 버전) 동체 하부 적재 해치, 화물 윈치 및 전방 착륙바퀴의 후방

   탈출 해치가 있는 전략 수송기 버전임.

③ (별칭 ‘장미’) 1960년대 구 소련은 당시 기술로는 사실상 찾아낼 수 없는 핵 잠수함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음. 정교한 광학, 화학, 음(音), 적외선 및 전자기 시스템의

   발전으로 도움을 받아 이 위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일부 항공기 들을 시험 비행기로

   제작하거나 개조했음. 이 때 1대의 중요한 항공기가 개발되었음. An-24T 

   'Troyanda'로 음파탐지기 및 적외선 감지시스템이 장착된 새롭게 제작한 항공기임.

   객실 내 장비 뿐 아니라, 전방 하부 동체 측면 상에 큰 눈물방울 페어링 내에

   센서들이 장착될 수 있으며, 추가 장비들 또한 길어진 날개 중앙 섹션 페어링에도

   장착 가능함.

An-24TV (운송 V) An-24T의 대외 수출용 수송기 버전임.

An-24USh

(항법사 훈련용 항공기) 7대의 An-24B 항공기들을 5개의 훈련 스테이션과 대기 중인 

훈련생들을 위한 4개 열의 표준형 좌석으로 구성한 An-24USh 항법사/관제사 훈련기로 

개조한 버전임. 외형상으로 USh 항공기는 각 훈련생 스테이션에 볼록한 창문에 의해 

구분이 가능함.

An-24V-Ⅰ

An-24B 50인승 여객기의 초기 대외 수출용 버전으로 조기 좁아지는 안쪽 날개의 

Chord와 이중 슬롯 플랩, 단일 ventral fin, 2개의 2,550 hp (1,902 kW) 출력의 

Ivchenko AI-24A 터보프롭 엔진이 장착되어 있음.

An-24V-Ⅱ

혼합형 승객, 수화물 및 화물용 50인승 항공기로 An-24V-Ⅰ 이후 대외 수출용으로 

개발된 버전임. 특징으로는 안쪽 날개 Chord 길이 증가, 단일 슬롯 플랩, 2개의 Ventral 

Fin, AI-24T(SrsⅡ) 엔진이 장착되어 있음.

 사  양

일반 사양
승무원 (Crew) 4 명

승객 (Capacity) 50 명

전장 (Length) 23.53 m (77 ft 3 in)

날개 너비 (Wingspan) 29.2 m

전고 (Height) 8.32 m (27 ft 4 in)

날개 면적 (Wing area) 74.97 ㎡ (807 sq ft)
공 중량 (Empty weight) 13,300 ㎏ (29,321 lb)
전체 총 중량 (Gross weight) 21,000 ㎏ (46,300 lb)
엔진 (Powerplant) Ivchenko AI-24A 터보프롭 엔진 (1,902 kW (2,550 hp) 출력)

성능
순항속도 (Cruising speed) 450 km/h (280 mph)

항속거리 (Range) 2,761 ㎞ (1,716 miles)

실용상승고도 (Service ceiling) 8,400 m (27,560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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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외관

  조종실 내부

  객실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