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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c C919

1. 제작사 : Commercial Aircraft Corporation of China

2. 최초 운항일 : 2016년 예정 

3. 최대탑승인원 : 158 ~ 174명 수용 예정

4. 비  고 : 현재 Ground testing 중이며 

           2018년 후반,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준일: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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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력

코맥은 2008년 5월 11일 중국항공공업주식회사, 중국알루미늄공사, 국유자산감독

관리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국영 항공기 제조사로 현재 C919 중형 

여객기를 제작 중이다.

2015년 11월 2일 첫 번째 모델이 공개되었고, 2016년 첫비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18년 후반에는 각 항공사들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C919는 단일통로에 2개의 제트 엔진을 단 158~174석 규모의 중대형 비행기다.  

경쟁기종으로는 Airbus A320, Boeing 737, Irkut MC-21 등으로 비슷한 사이즈와 

성능을 갖는다.

C919 A320 737-800

Overall Length

(m)
38.6 37.6 39.5

Height

(m)
12.5 11.8 12.5

Wing Span

(m)
33.6 34.1 34.3

Max Range

(km)
5,555 5,700 5,665

C919는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과 프랑스 사프란이 절반씩 투자한 자회사 

CFM International이 개발한 최신 엔진을 달고 있다. 엔진의 연비를 15% 이상 늘

린 것으로 에어버스의 ‘A320 Neo’와 보잉이 개발 중인 보잉 ‘737 Max’도 같은 엔

진을 사용한다.

코맥은 항공기 제작 기술을 얻기 위해 외국 제조사와의 기술협력을 활발히 추진했

다. 2011년 에어버스와 보잉의 독과점 체제를 깬다는 목표로 봄바디에와 전략적 

협력에 관한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ARJ-21, C919를 개발할 때 

기술 지원을 받았다. 보잉과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을 

무기로 보잉의 협력을 얻어냈다. 지난 9월 23일 중국은 보잉으로부터 737S 등 

300대의 비행기를 380억달러에 구입했고 보잉은 그에 대한 화답으로 코맥과의 

기술협력을 체결했다. 이 협력 방안에는 중국 내에 보잉 737 생산 공장을 세운다

는 계획도 포함됐다. 

코맥은 C919 프로젝트를 통해 에어버스와 보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독점 체제를 깨고 항공기 시장 3위 기업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11월, 이미 약 400대의 C919 주문을 받아놓았고 중국농업은행이 세운 임대회사 

ABC금융리스가 45대의 C919를 주문하는 등 주문자들 대다수는 중국내 기업들이

다. 향후 2030년까지 2000대 이상의 C919를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워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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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양
C919-Mixed C919-All ECO C919-High Density

Flight crew 2

Seating capacity 156 (2-class) 168 (1-class) 174 (1-class)

Length
38.9 metres 

(127 ft 7 in)

Wingspan
35.8 metres 

(117 ft 5 in)

Wing area
129.15 square metres 

(1,390 square feet)

Height
11.95 metres 

(39 ft 2 in)

Cabin width
3.9 metres 

(12 ft 10 in)

Cabin height
2.25 metres 

(7 ft 5 in)

Maximum take-off

weight
-

77,300 kilograms 

(170,400 lb) extended 

range

-

Range fully loaded
4,075 km 

(2,200 nmi)

5,555 km 

(2,999 nmi)
-

Max. operating speed

Mach 0.785 

900 kilometres 

 (extended range)

-

Normal cruise speed
834 kilometres per hour 

(518 mph)

Service Ceiling
12,100 metres 

(39,700 ft)

Powerplants (2x)
CFM International LEAP 1C 

/ Comac CJ-1000A

Engine thrust
110,000–130,000 N 
(25,000–30,000 l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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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외관

 조종실 내부

 객실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