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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소형여객기(MRJ) 개발 성공의 의미와 과제
일본 미쓰비시항공기(미쓰비시중공업의 자회

고 기대하고 있다. 약 100만점의 부품으로 구성

사)가 개발한 MRJ(미쓰비시 리저널 제트)가 지난

된 MRJ의 부품 중 60~70%는 해외제품으로 알려

11월 11일 시험비행에 성공하였다. MRJ는 2008

져 있다. MRJ에 탑재되는 엔진은 ‘PW1200G’는

년부터 본격 개발에 나선지 7년만의 결실로서 일

미국의 P&W(세계최대의 엔진 메이커)가 개발한

본으로서는 YS-11 이후 50년 만에 거둔 쾌거이

GTF엔진이다. 이는 팬과 압축기의 회전수를 기

다. MRJ는 승객 70~90명을 태울 수 있는 규모의

어에 의해 개별적으로 최적화하는 최신형 엔진

중소형 여객기이다. 이 분야에서는 브라질(엔브

이다.

라엘), 캐나다(봄바르디아), 중국, 러시아 등의

일본 항공사가 단순한 부품소재의 납품업체가

기종이 있다. 그러나 MRJ는 연료효율이 높은 신

아니라 설계부터 부품의 조달, 사양, 형식증명까

형 엔진을 채택하여 이들 경쟁 기종보다 20% 이

지 전 과정을 관장한다는 점에서 MRJ의 개발은 큰

상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60~99석의 리저널 여객기 시

장점이다. 이미 국내외로부터의 주문이 쇄도하

장규모는 2014년 1,988기에서 2034년에는 3,761

고 있다. 일본의 ANA(25기), JAL(32기)를 비롯

기로 1.9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향후

하여 미국, 미얀마 등 6개 항공사로부터 407기의

20년 동안 약 3,263기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따

주문을 받았다.

라서 MRJ의 개발은 일본 항공산업의 저변확대를
통해 관련 중소기업의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비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양산과 정비 
문제 해결이 과제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MRJ는 2020년 월 10기 생산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양산규모가 확보되지 않으면 관련 중소

일본의 항공기 관련사들은 이미 미국의 보잉

부품업체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 납기를 유지하기

사나 유럽의 에어버스의 구조 관련 부품재료의

곤란하다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각지의

35%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예컨

A/S망 확보도 과제이다. 과거 미쓰비시가 개발한

대, 보잉의 B787 개발에는 일본의 구조부품소재

YS-11기가 기술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양산’

의 분담비율이 35%이나 항공기 전체로서는 10%

과 ‘정비’ 문제를 확보하지 못해 182기 생산 후 단

정도의 공급에 그쳤다고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종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일본으로서는 이번의 완성 비행기인 MRJ의 개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15.11.24.

발이 일본 항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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