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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GSHIP은 목적에 따라 여객용, 보급용, 화물용, 군사용, 구조용 또는 레저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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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SHIP 
 
WINGSHIP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상용 위그선(Wing-In-Ground craft)입니다.  
180km/h 이상의 빠른 속도와 더불어 편안한 승선감과 고효율의 연비를 동시에 만족
시키는 최첨단 선박입니다. 

 

윙쉽테크놀러지㈜ 
 
윙쉽테크놀러지는 최첨단의 위그선 설계 및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선박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유망 벤처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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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SHIP 소개 



선체 길이 29m 

선체 폭 27m 

선체 높이  7m 

순항 속도 180km/hr 

최대 항속 거리 1,000km 

추진시스템 터보프롭 

시간 당 연료소모량 460kg/hr 

안전인증 로이드 선급 (영국) 

선체 재질 알루미늄 합금 

선박 수명 2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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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GSHIP의 성능과 제원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Length 

Width 

Height 

주요 제원 및 성능 

WINGSHI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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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성능 
 

* 항속거리가 늘어날수록 적재중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항속
거리가 짧으면 적재중량도 큽니다. 

 
* 항속거리가 500km보다 크다면 WINGSHIP-50보다 큰 사이즈
의 WINGSHIP을 추천합니다. 

 

항속거리(km) 적재중량(kg) 연료량(kg) 

  200 4,650 550 

  400 4,140 1,060 

  600 3,630 1,570 

  800 3,120 2,080 

1,000 2,610 2,590 

항속거리(km) 

항속거리-적재중량 
 
 

적재중량(kg) 

WINGSHIP-50 



6 

탑재 장비 
 
 

통신과 항법 장비 

  · Inertial Navigation System 

  · Directional Indicator 
  · Air Data System 
  · Satellite Navigation System (GPS) 
  · Surface Object Radar 
  · Electronic Chart Display & Information System (ECDIS)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안전장비 
  · Life Saving Appliances 
  · Fire Safety System 
  · Collision Avoidance Systems 

전기 및 기타 장비 
  · Generator 
  · Thruster  
  · Batteries 

추진시스템 
  · Twin Gas Turbines 
  · Propellers 
  · Fuel Pumps 
 

 

WINGSHIP에는 안전인증 기관(선급, 항공국)에서 
인증을 받은 안전이 보장된 제품만 탑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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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과 인테리어 

WINGSHIP 은 충분히 넓은 객실 공간을 보유
하고 있어 승객들에게 여행 시간 내내 안락함
을 제공하고 다양한 화물을 적재 가능합니다. 
 
 
 
 길이 12m 

폭 8m 

최대 높이 2m 

객실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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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윙쉽테크놀러지㈜는 선주에게 WINGSHIP을 인도 
후에도 안전한 운항을 유지하도록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박 및 계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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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GSHIP 은 가벼운 무게로 인하여 물에 잠기는 깊이가 작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시설만으로도 
기존 정박시설에 적용이 가능하며 고객의 요구에 따라 계류 방법을 변경하여 제작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 계류 중인 WINGSHIP-50> 

<해상구조물에 계류 중인 WINGSHIP-50 (개념도)> 



윙쉽테크놀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528호 
㉾305-509 
전화: +82-42-336-7286 
팩스 : +82-42-336-7295 

www.wingship.com 
www.facebook.com/wingship.technology/ 
wig@wingshi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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