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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소연료전지 항공기, 6세대 군용 UAV “헌터” 개발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화학물리문제연구소

러시아 국내선 비행에 약 800대(30~110석 규모

(Chernogolovka 소재)가 수소를 동력으로 하는

약 300대, 30석 미만 규모 약 500대)의 소형 항공

항공기를 개발하여 MAKS-2019 에어쇼(2019.8.

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27~9.1)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2인승 소형기인

특히, 향후 10년 동안 Yak-40, An-24, An-2 등

시그마-4에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것으로 날개

약 130대의 구형 항공기가 폐기되고, 64인승 Ily-

길이는 9.8m, 길이 6.2m, 이륙 중량 600kg, 동력

ushin은 An-24/26을, “옥수수” An-2는 15석 “Bai-

75kW, 비행 거리 최대 300km다.

kal”로 대체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소형 비행기

이 수소연료전지 항공기는 농업용, 의료용, 항

들은 수입 경쟁사인 Bombardier, ATR 및 Embraer

공 택시에 유용할 것이고, 항공용으로 개발된 수

와 비교할 때 운영 및 비용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소연료전지는 선박, 대형 자동차, 가전제품 등 여

지 불확실하다. Il-114-300의 임대료가 Bombar-

러 분야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

dier Q300/400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높을 것으

다.

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민항기 CR929를 공동생산 중

수소연료전지 항공기와 함께 무인 전투기의

이다. 2019년 7월, 터키는 러시아와 헬리콥터를

개발에도 성공

공동으로 조립 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협력 관
계를 러시아의 민항기 SSJ-100과 MS-21로 확대하

2019년 8월 3일에는 러시아군의 6세대 무인 전

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투기(UAV)인 “Hunter(Охотник)”의 첫 비행이

우리의 항공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보도되었다. 다양한 정찰용 장비를 갖춘 “헌터”는

드론, UAV, 헬리콥터, 항공우주산업 관련 부품 등

특수 소재와 코팅재를 사용하여 레이더로 탐지할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 공동생산, 공동 인증

수 없게 만들어졌고 최대 이륙 중량은 20톤에 달

등의 방식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러시

한다.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인 Su-57이 수십 킬

아는 세계 3위의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해 제3국과

로 떨어진 곳에서 “헌터”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연

의 공동생산 등 적극적인 협력정책을 전개 중이

계 운용할 예정이다.

다. 일본을 앞지르기 위해서라도 기회를 놓치지

모스크바를 경유하지 않는 러시아 도시 간 직

말아야 한다.

통 항로 확대 계획에 따라 소형 항공기 개발도 활

자료 : RIA Novosti, 2019.8.3, Izvestia, 2019.8.7.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Rostec은 향후 2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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