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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100 나라온

1. 제작사 : 한국항공우주산업

2. 최초 운항일 : 2011년 7월 20일

3. 엔  진 : Continental Motors, Inc. TSIOF-550-K

            315마력 단발 프로펠러엔진

4. 최대탑승인원 : 4명 (조종사 1명, 승객 3명)

 

기준일: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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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력

동급의 다른 항공기들보다 연료 소모율 10% 이상 절감하고, Cirrus 社 SR-22 또는 

Cessna 400 항공기 객실보다 1~2 in (3~5 ㎝) 더 넓게 하는 것을 설계목표로 2008년 

6월에 시작하여, 5년 동안 개발, 2009년 9월 형식증명 신청.

2009년 12월 FAA로 제작증명 및 형식증명 신청.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에서 만든 KC-100 나라온 항공기는 4인승 저익 단발 경량항공

기로 개발되어 2011년 7월 20일에 첫 비행을 실시함. 2013년 3월 형식증명을, 같은 해 

12월 제작증명 및 표준감항증명을 취득.

명칭의 유래는 ‘날아’를 소리나는 대로 읽은 ‘나라’와 100이란 뜻의 순우리말 ‘온’을 합성

한 이름으로 ‘100% 완벽하게 날아오른다’는 의미임.

갈매기 날개형 문이 특징이며, 탄소섬유 재질로 제작되었음. 층류형 에어포일 및 윙렛으

로 주익이 이루어져 있으며, 엔진은 전자식 통합엔진 제어장치(FADEC, Full Authority 

Digital Engine Control)로 제어되는 315 hp(235 kw)의 Continental 社 TSIOF-550-K 
터보차지 엔진임, 항공전자장비로는 Avidyne Entegra Ⅱ 첨단 LCD형 통합 전자장비

(Glass cockpit)가 장착되어 있음. 그 밖에 TKS 방빙 시스템, 에어컨, 산소시스템이 표준

장비로 설비되어 있음. 전체 항공기 낙하산 시스템은 선택사항임.

대한민국, 유럽 및 미국에서 형식인증을 취득할 계획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는 

2013년 중반부터 대당 미화 575,000불의 가격으로 생산 및 인도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

측했었음.

2014년 5월 9일, 나라온은 공군의 비행실습용 훈련기인 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을 

대체하기 위한 계약이 체결되어 2016년까지 총 23대의 KC-100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 

2015년 2월 26일,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산업통상자원

부(산업부)는 FAA에서 기술된 BASA이행협정을 위한 ‘8 단계’ 중 협정체결을 하는 주체가 

독립성을 띈 감항당국인지를 확인하는 ‘3번째 단계’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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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양

  

크기 (외부)

날개 너비 (Wing span) 11.29 m (37 ft)

전장 (Length overall) 8.03 m (26.3 ft)

높이 (Height overall) 2.71 m (8.89 ft)

중량 및 적재하중

기본중량 (Empty weight) 1,089 kg (2,400 lb)

최대 이륙 중량 (Max T-O weight) 1,633 kg (3,600 lb)

성능

최대수평속도 (Max level speed) 210 kt (389 km/h; 242 mph)

최대 항속거리 (Max Range) 1,000 n miles

항행거리 (Range) 1,200 n miles (1,381 mi; 2,222 ㎞)

 주요정보

대당가격 표준 장비 탑재 기준, 미화 575,000 불 (2011년 기준)

항공기 특징

및 기타 시스템

탄소섬유 복합재 기체구조, 

터보차져 엔진, 

전자식 엔진제어장치(FADEC), 

단일출력조절장치(SLPC, Single Lever Power Control), 

자동조종시스템, 

12인치 항전디스플레이, 

충돌경고시스템, 

제빙시스템, 

산소시스템, 

에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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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외관

 조종실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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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