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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 300

1. 제작사 : Embraer

2. 유  형 : 경량 제트기

3. 엔  진 : 2 × P&W Canada PW535E 터보팬

4. 최대탑승인원 : 7명 (조종사 1명, 승객 6명)

기준일 :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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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력

2005년 5월 3일 Light Jet (LJ)으로 발표; 2005년 10월 6일 BMW Group Designworks USA를 

실내 디자인 업체로 채택; 2005년 11월 9일 Florida Orlando에서 개최된 NBAA Convention에서 

Phenom 300이란 이름으로 실물 크기의 객실 모형이 전시됨; 2009년 중반 서비스 제공 예상됨. 

2007년 5월 Embraer는 풍동실험 결과 성능과 가격을 유지하면서 객실 및 동체의 길이를 0.36 m 

(1 ft 2¼ in)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

 주요정보

엔진
2대의 Pratt & Whitney Canada PW535E 터보팬 엔진, 각각의 출력은 14.23 kN (3,200 

lb st)임.

대당가격 미화 814만 달러 (2010년 기준).

설계 낮게 달린 후퇴각 날개에는 윙릿이 달림; T 테일: 후방 포드에 장착된 트윈 터보팬 엔진. 

구조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합금 구조.

랜딩기어 노즈휠 타입, 접이식.

배치

'Oval Light'(타원형 경량) 객실에 9인승까지 좌석 배치 선택 가능, BMW Group 

Designworks USA에 의해 설계. 기본적으로 4인 클럽 시트(4명이 마주보는 형식) 

배열과 전방에 뒤를 바라보는 싱글석, 후방에 앞을 바라보는 2인석, 후방에 화장실; 또는 

4인 클럽 시트와 후방에 2인석 배열, 후방에 화장실 선택 가능. 객실 여압 장치, 

냉방장치. 

 사 양

길이(외부)

날개길이  (Wing Span) 16.20 m (53 ft  1¾ in)
전장 (Length overall) 15.50 m (50 ft 10¼ in)
미익길이 (Tailplane span) 5.50 m (18 ft ½ in)

길이(내부)

객실(Cabin)

길이

(Length)

조종실 제외, 화장실 포함 5.23 m (17 ft 2 in)

좌석만 포함 4.50 m (14 ft 9 in)

최대너비 (Max width) 1.55 m (5 ft 1 in)

최대높이 (Max height) 1.50 m (4 ft 11 in)

화물칸 용적 

메인 1.9 ㎥ (66 cu ft) 
전방 0.14 ㎥ (5 cu ft) 
객실 0.14 ㎥ (5 cu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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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Performance)

최대운용마하수 (Max operating Mach No. (MMO)) 0.78

고속 순항속도 (High cruising speed) 450  kt (833 km/h; 518 mph)

최대운용고도 (Max operating altitude) 13,715  m (45,000 ft)

이륙거리 (T-O field length) 1,128  m (3,700 ft)

항속거리(Maxrange)
* 6인 탑승, NBAA 35분 계기비행 예비연료, 100 n mile (185km; 115mile)

  교체공항 고려 기준
1,800 n miles (3,333 km; 2,071 miles)

 Avionics

항공전자장비 Garmin G1000에 기초를 둔 Embraer 통합 글라스 Prodigy flight deck

통신장비

듀얼 디지털오디오 컨트롤 시스템; GPS/WAAS와 FMS 접근, 해상, 항로, 공항 정보를 

제공하는 듀얼 라디오 모듈;; ILS가 장착된 VHF 항법장비; 16-watt 송수신기와 

8.33-kHz의 채널 간격을 지닌 VHF 통신. 타 비행기 정보를 제공하는 Mode-S  

트랜스폰더.

레이다 종횡으로 스캔이 가능한 디지털 기상레이다.

비행장비

듀얼 AHRS; 듀얼 RVSM-가능한 디지털 데이타 컴퓨터; 듀얼 엔진 상태표시기 및 알람 

시스템(EICAS). 국제 지형지물 데이터가 있는 Class-B TAWS. 위성 기상정보 

데이타링크 및 XM satellite radio를 통한 디지털 수준의 오디오.

계기 305 mm (12 in) 디스플레이 3개 중 2개는 PFD이고, 1개는 MFD 이다.

 주문인도현황

2012. 12. 31일 기준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소  계

인도(대) 1 26 42 48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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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배열

  ㅇ좌석 배열



Embraer                                                                           Phenom 300

- 5 -

  항공기 외관

  조종실 내부

  객실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