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OEING                                                                                  KC-767

- 1 -

 

KC-767

1. 제작사 : Boeing

2. 최초 운항일 : 2005년 5월 21일

3. 엔  진 : 2 × GE CF6-80C2 Turbofan, 

           엔진 당 60,200 lbf (268 kN)

4. 최대탑승인원 : 최대 200명

5. 단  가 : ~US$145 million

           

기준일: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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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력

보잉 KC 767은 767-200ER 항공기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군용 공중 급유기와 전략적 군용 운송 항

공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 공군은 오래된 KC-136Es 기종을 대체하기 위해 KC-767A으로 채택하였지만, 2003년 12월 계

약이 취소되었다. 이후 2011년 보잉사는 ‘KC-46' 이란 명칭으로 수정된 제안서를 보냈고 결국 채

택되어 개발 중에 있다.

군용기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잉은 켄자스 주 위치타 소재 생산시설에서 해외 고

객인 이탈리아와 일본을 위해 KC-767을 제작하고 있다. 2005년 2월 개조 격납고에서 출고된 보

잉 KC-767A의 첫 기체는 5월 21일 첫 비행 후, 대서양을 횡단하여 2005년 파리 에어쇼에 참가했

다.

2008년 12월 중순 이탈리아에 인도 된 KC-767A 2 대는 미 켄사스 주 북부 상공에서 실시된 시험 

비행 중, 서로에게 공중 급유를 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KC-767 급유기 간의 연료 

전달이 가능함을 보여 준 첫 실험이었다. 이탈리아 공군은 기존의 707 급유기 교체를 위해 4 대의 

KC -767A 공중급유기를 획득하기로 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2003년, KC-767J를 주문했다. 첫 번째 767기는 2005년 위치타 생산시설에서 

개조 작업을 거쳐, 2006년 12월 1일, KC-767J의 명칭을 달고 첫 비행을 마쳤다. KC-767J 1호기

와 2호기는 2008년 1분기, KC-767J 3호기는 2009년 3월 9일 일본항공자위대에 인도되었다. 

KC-767J 4호기는 보잉의 일본 협력업체인 이토츄 상사(Itochu Corp)에 2009년 12월 인도된 후, 

개조 작업을 거쳐 2010년 1분기에 일본 항공자위대에 인도 됐다. 4대의 KC-767J는 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초도 작전 능력)를 완수하면서 일본 항공자위대 임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항공 산업 (Israeli Aerospace Industries; IAI) 자회사인 Bedek Aircraft Division에서 

Boeing 767기를 개조해서 767 MMTT(Multi Mission Tanker Transport)란 이름으로 운용 중이다. 

2010년 6월, 공중급유기외에도 화물과 VIP 수송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Wing refueling pods이 추가

되고 측면 화물용 도어를 장착된 첫 번째 767 MMTT기가 개조되었다. 2010년 콜롬비아 공군에 1대 

인도되어 Jupiter란 이름으로 운용 중이고, 2013년 브라질 공군과의 계약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

2019년까지 1조 4,881억원을 들여 4대를 도입하는 우리나라 공군 공중급유기 사업에 스페인과 독

일에 생산기지를 둔 유럽 에어버스사의 'A330 MRTT'와 미국 보잉사의 'KC-46A', 이스라엘 IAI사

의 'KC-767 MMTT' 등 총 3개 후보가 입찰했다. 이 과정에서 A330 MRTT와 KC-46A가 마지막까

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15년 6월 30일, 대한민국 공군은 검증된 성능과 

월등한 급유량 및 수송능력을 보유한 'A330 MRTT'로 최종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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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양
주요 기능 공중급유기 겸 수송기

엔진 형식 Pratt & Whitney PW4062/GE CF6-80C2B7F엔진 / GE CF6-80C2B6F엔진

추력 엔진당 63,300 파운드 / 엔진당 60,000 파운드

익폭 156 피트, 1 인치 (47.57 미터)

전장 159 피트, 2 인치 (48.51 미터)

전고 52 피트, 2 인치 (15.9 미터)

속력 시속 543 마일 @ 3만 피트 (시속 874 킬로미터)

상승 고도 43,100 피트 (미연방항공국 인증 해발) (13,136.9 미터)

항속거리 공중 재급유시 무제한

최대 이륙 중량 395,000 파운드 (급유기/수송) (179,169 킬로그램)

최대 연료 중량 161,000 파운드 (추가 연료 미장착시) (73,028 킬로그램)

화물 적재 

팔레트 위치
메인 데크 19개 + 전방하부화물실 3개

최대 수송 병력 군사용 화물 팔레트 탑재 시 수용 승객 200명

승무원: 3명: 조종사 1명, 부조정사 1명, 급유 담당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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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내/외부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