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세대차세대공중급유기공중급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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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KC--46 46 공중급유기공중급유기KCKC--46 46 공중급유기공중급유기
짐아이젠하트
사업개발, 공군프로그램 디렉터
기동, 정찰, 교전사업부(MS&E)
보잉군용기부문

성능, 효율성, 즉시전투투입가능



보잉과보잉과공중급유기공중급유기보잉과보잉과공중급유기공중급유기
65년이넘는공중급유기와붐(Boom)
설계, 제작, 개조, 유지및보수경험

2,000여대의공중급유기,
1,800기이상의붐인도

65년이넘는공중급유기와붐(Boom)
설계, 제작, 개조, 유지및보수경험

2,000여대의공중급유기,
1,800기이상의붐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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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급유는보잉의핵심역량공중급유는보잉의핵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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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급유기는공중급유기는핵심적인핵심적인역량역량제공제공공중급유기는공중급유기는핵심적인핵심적인역량역량제공제공

“공중급유기는위기와
비상상황에대응하는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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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에대응하는합동
전력의생명줄이다.”

마크 A. 웰시 3세(Mark A. Welsh III) 대장
미공군참모총장



미미공군공군프로그램프로그램미미공군공군프로그램프로그램

� 2011년노후공중급유기대체
프로그램수주

� 효율적인인라인(In-Line) 생산

� 테스트용공중급유기 4대제작

� 2017년까지전력화및전장투입이
가능한공중급유기 18대인도

“공중급유기 ‘페가수스(Pegasus)’ 는
주야간운용이가능하며, 글로벌차원의

신속한작전수행을 통해미국과
동맹국의전력을뒷받침할것이다. 

인도주의임무수행에도튼튼한
버팀목이될것이다.”

마크 A. 웰시 3세대장
미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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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D test aircraft (4 aircraft)

� 2 LRIP options (19 aircraft)

� 11 FRP options (156 aircraft)

� 5, 1-yr Interim Contractor Support
options

� EMD test aircraft (4 aircraft)

� 2 LRIP options (19 aircraft)

� 11 FRP options (156 aircraft)

� 5, 1-yr Interim Contractor Support
options

� 연간최대 15대인도전망

� 2027년까지 179대인도예정

미공군참모총장



�급유시스템

�군용항전장비

�추가형식인증(STC)

�군용인증

�비군사용베이스라인기체
�조종실개선
�화물기(화물전용도어 / 바닥)
�동체연료탱크
�공중급유기시스템
�수정형식인증(ATC)

�상용여객기

�형식인증(TC)

767-200ER 767-2C 화물기 KC-46 공중급유기

제작제작공정공정
원원보잉보잉(O(One Boeing) ne Boeing) 방식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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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라인인라인(In(In--Line)Line) 생산생산 마감마감센터센터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예비설계평가

필수설계평가

수주계약

시스템요건평가

통합베이스라인평가

공중급유기공중급유기목표목표일정일정
20172017년까지년까지전장전장투입이투입이가능한가능한 KCKC--46A 1846A 18대대인도인도

��

��

��
시스템기능평가��
��

��

설계및제작개발(E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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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계평가

KC-46 초도비행

1차 LRIP 인도

마일스톤 C

저율생산(LRIP)

가용요구자산 (18대)

6

최종인도 2027년

양산

모든이정표를조기및일정대로달성중모든이정표를조기및일정대로달성중

��
테스트항공기초도비행



일정대로일정대로순항순항중중

� 미공군이요구한모든생산일정달성

� 테스트항공기총 4대일정대로생산중

� 공중급유붐조립

� 시스템랩(lab)에서테스트진행중

� KC-46A 공중급유기초도비행 2015년 1분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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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급유기초도비행 년 분기예정

� 2017년까지전력화된 18대의공중급유기인도계획
순조롭게진행중

2014년말까지비행테스트진행및 KC-46 공개2014년말까지비행테스트진행및 KC-46 공개



공중급유기로공중급유기로대한민국의대한민국의군사군사
작전작전역량역량강화강화

방어작전방어작전

지휘및통제지휘및통제
평화유지작전평화유지작전

훈련훈련

국가국가주권주권수호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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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작전방어작전

배치/재배치배치/재배치

KCKC--4646KCKC--4646

연합군작전
지원

연합군작전
지원 인도주의임무지원인도주의임무지원

글로벌글로벌역량역량투사투사
8



KCKC--46 46 전투용전투용다목적다목적공중급유기공중급유기
전시전시//전장투입전장투입공중공중급유를급유를위한위한올바른올바른선택선택

� 탁월한다목적능력및전장전장투입을투입을목적으로목적으로
설계된설계된공중급유기공중급유기

� 전세계에서가장우수한광동형기체
성능과효율

– 군용과상용시장통해검증

– 최고의성능: 연료급유및화물탑재량

– 최고의신뢰도: 99% 이상

가장광범위한글로벌
다목적임무수행에
최적화된기체

가장광범위한글로벌
다목적임무수행에
최적화된기체

A330

KC-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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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신뢰도: 99% 이상

– 최고의지원체계: 전세계 1,060대이상운용중

– 최고의가격경쟁력: 운영비최저

– 항공운송업계가가장선호하는중형화물기

KC-135"767은약 30% 연료효율이높고운용단가는기존모델보다
20% 이상낮다. 높은연료효율덕분에항공기의효율성은

더욱비용합리적이다.”                                                                                                       
페덱스익스프레스항공운용담당부사장



피급유장치
(급유기끼리공중급유가능)

중앙부
드로그시스템

787 디스플레이
장착디지털
글래스조종실

메인데크
화물전용도어

강화된
화물전용바닥

KCKC--46 46 전투용전투용다목적다목적공중급유기공중급유기
특성특성및및성능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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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시스템
• IR 대응장비
• RF 경고
• NVIS 조명

기체보호기능
• 대전자기펄스강화
• 생화학전장투입가능
• 조종실장갑추가

승무원휴식
공간

최신개량 KC-10 붐고해상도카메라
시스템

프랫 & 휘트니엔진 날개장착
공중급유포드

동시급유기능

원격급유
오퍼레이션룸

10

다목적능력
• 공중급유, 화물, 승객, 환자수송
• Roll-On Beyond-Line-of Sight(ROBE)  
성능



디지털디지털글래스글래스조종실조종실

�� 787787에에적용된적용된 1515인치인치대형대형
조종사조종사디스플레이디스플레이

��비행비행및및기상기상정보정보양쪽양쪽
디스플레이에디스플레이에표시표시

��군용군용//상용상용기준을기준을충족하는충족하는
전세계전세계통신통신시스템시스템

��위협위협//경고경고시스템을시스템을통합한통합한
전술전술상황상황인식인식시스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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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위협//경고경고시스템을시스템을통합한통합한
전술전술상황상황인식인식시스템시스템

��조종석조종석디스플레이로디스플레이로공중공중
급유급유상황상황확인확인

��기계적기계적다중다중비행비행통제통제장치장치

군용군용//상용상용공역에서공역에서전세계적으로전세계적으로운용운용



가장가장우수한우수한공중공중급유급유기술기술

KC-135 붐오퍼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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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전환이수동전환이가능한가능한이중이중
연결연결조종간조종간

�� 2424인치인치 3D 3D 화면으로화면으로
급유급유상태상태확인확인

��터치터치스크린스크린

�� 185185도의도의파노라마파노라마
시야각시야각차세대공중급유스테이션차세대공중급유스테이션



독보적인독보적인붐붐기술기술
검증된검증된 KCKC--10 10 설계설계기반기반 KCKC--46 46 붐붐
독보적인독보적인붐붐기술기술
검증된검증된 KCKC--10 10 설계설계기반기반 KCKC--46 46 붐붐

�� 66세대세대붐붐

�� 3333년의년의운용운용경험경험

�� 160160만만시간의시간의비행비행기록기록

�� 136136만만회의회의공중공중급유급유

�� 누적누적급유량급유량 200200억억파운드파운드

� 플라이-바이-와이어(Fly-By-Wire)
� 자동부하저감
� 자동연결차단
� 더넓은운용범위
� 완전계기운용

Copyright © 2014 Boeing. All rights reserved.

�� 붐붐개발개발위한위한 1,200 1,200 시간의시간의
테스트테스트비행비행, KC, KC--46 46 첨단첨단
플라이플라이--바이바이--와이어와이어방식의방식의
붐붐완성완성

1,800기이상의공중급유붐인도1,800기이상의공중급유붐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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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공중급유급유능력능력
탁월한탁월한 유연성유연성 –– 전전기종기종, , 주야간주야간급유급유
공중공중급유급유능력능력
탁월한탁월한 유연성유연성 –– 전전기종기종, , 주야간주야간급유급유

날개날개장착장착공중공중급유급유포드포드66세대세대플라이플라이--바이바이--와이어와이어붐붐

Copyright © 2014 Boeing. All rights reserved.

급유기급유기간간공중공중급유급유

중앙부중앙부호스호스앤앤드로그드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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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용전투용다목적다목적공중급유기의공중급유기의성성능능전투용전투용다목적다목적공중급유기의공중급유기의성성능능

인도주의인도주의활동활동

훈련훈련

항공항공의무의무

Copyright © 2014 Boeing. All rights reserved. 15

화물화물지원지원

연합연합작전작전

전투전투임무임무
배치배치

공중급유기로가능한대한민국공군의작전공중급유기로가능한대한민국공군의작전



다목적다목적성능성능
작전작전유연성과유연성과효율성에효율성에최적화최적화
다목적다목적성능성능
작전작전유연성과유연성과효율성에효율성에최적화최적화

화물수송공중급유 22시간시간 (( ))
안에안에

Copyright © 2014 Boeing. All rights reserved.

여객수송

메인데크의화물전용도어와바닥을활용해임무유연성확보메인데크의화물전용도어와바닥을활용해임무유연성확보

16

항공의무

안에안에
임무임무전환전환및및
시스템시스템재구성재구성



대양대양횡단횡단임무임무지원지원대양대양횡단횡단임무임무지원지원

도착지도착지도착지도착지

재급유재급유

재급유재급유

Copyright © 2014 Boeing. All rights reserved.

공중급유기를이용해장비, 연료, 병력을논스톱으로신속히배치

17

출발지출발지출발지출발지

� 전투기와수송기의중간기착필요성감소
� 항공기탑재성능향상
� 배치시간및비용절감



다목적다목적성능성능
작전작전유연성과유연성과효율성에효율성에최적화최적화
다목적다목적성능성능
작전작전유연성과유연성과효율성에효율성에최적화최적화

공중급유

승객수송 화물수송

• 18개팔레트배치; • 평시작전시 58명;          

• 최대연료급유
• 추가개조없이두가지임무수행가능

어떤어떤임무든임무든 22시간시간
(( )) 이내이내전환전환가능가능

동체연료
탱크

수송물량증가

Copyright © 2014 Boeing. All rights reserved.

Main Deck Cargo Door 

• 18개팔레트배치; 
중앙부배치시 10개

• 스페어엔진
• B-4 스탠드
• 차량수송
• 투광조명
• 히터
• 공기압축기

메인데크의화물전용도어와바닥을활용해임무유연성확보메인데크의화물전용도어와바닥을활용해임무유연성확보

• 환자 54명
• 표준형들것 6기
• 환자용산소공급장치탑재
• 28 VDC 전원 / 115 VAC 전원
• 다수의전기콘센트 / 인터컴시스템
• 이더넷

• 평시작전시 58명;          
비상작전시 114명

• C-17용좌석팔레트
• 손쉬운분리
• 다양한구성

항공의무

동체연료
탱크

동체연료
탱크

동체연료
탱크

미미공군과공군과
완벽한완벽한호환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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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탑재연료를연료를적재적재적소에적소에활용활용
크기와크기와중량이중량이공중공중급유에급유에미미치치는는영향영향
탑재탑재연료를연료를적재적재적소에적소에활용활용
크기와크기와중량이중량이공중공중급유에급유에미미치치는는영향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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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크기의 KC-46이더욱효율적

자체연료소모는적고급유량은더많아

적정크기의 KC-46이더욱효율적

자체연료소모는적고급유량은더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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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생존임무임무장비장비
적대적적대적환경에환경에대비한대비한설계설계
생존생존임무임무장비장비
적대적적대적환경에환경에대비한대비한설계설계

위협인식및회피
� 위협요소를반영한임무계획시스템
� 상황인식전술디스플레이
� 야간투시성능: 디스플레이및외부조명

신속대응
� 퀵스타트및경고시스템
� MOPP 기어내승무원의신속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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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투시성능: 디스플레이및외부조명

생존성요소
� 방어시스템
� 대전자기펄스(EMP) 강화
� 생화학전장환경고려
� 승무원격실장갑화
� 불활성연료탱크
� 화재제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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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종합물류물류지원지원서비스서비스종합종합물류물류지원지원서비스서비스

� 전세계유지관리및수리

� 24시간지원반운영

� 글로벌공급망

� 현존하는검증된훈련시스템

� 전세계서사용가능한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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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수없는수명주기지원및비용절감비교할수없는수명주기지원및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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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요약요약요약

� KC-46는전장투입을목적으로설계된다목적전투공중급유기 – 여객기로부터단순
전환기종이아님

� 전투급유기는단순급유가아닌다양한임무수행
– 적정크기의전장투입용공중급유기 = 임무수행기지의유연성

– 신속한재구성 = 최고의임무용장비탑재및기체활용성증대

– 프로브/드로그 = 연합군지원

– 급유기간공중급유가능 = 공중급유량증가

– 퀵스타트능력 = 생존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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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스타트능력 = 생존력향상

– 생존성 = 전투환경에서임무수행

– 인증된피급유장치 = 획득시간/비용 감소

� 상호운용성촉진 – 항공기, 운용, 물류, 통신
� KC-46이지원하는대한민국공군의역량

– 지역안정과자유로운접근성제공

– 비상대비태세

– 적도발억제

– 주권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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