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번호:ARAIB/AIR1501 

항공기 준사고조사 보고서

비행 중 조종실 연기 발생으로 비상착륙

㈜ 아시아나항공

B747-400SF, HL7417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공항 북쪽 190km 상공

2015. 1. 13.

2016. 10. 



 

이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는 대한민국「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는

“사고조사는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

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3.1과 5.4.1에는

“사고나 준사고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나 준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므로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절차는 본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

어떠한 조사와도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항공안전을 증진시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 조사보고서의 해석에 있어서 한글판과 영문판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한글판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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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조종실내 연기 발생으로 비상착륙

 항공기 운영자: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제작사: 미국 보잉사(The Boeing Company)

 항공기 형식: B747-400SF

 항공기 등록부호: HL7417

 발생장소: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공항 북쪽 190km, 고도 35,000피트 상공
(N 37° 36′12.95″, E 126° 51′37.60″)

 발생일시: 2015년 1월 13일 18시 50분 경(UTC)

개 요

2015년 1월 13일 14:29경(UTC) 아시아나항공 784편, B747-400SF, 등록부호

HL7417 항공기는 노르웨이 오슬로(Oslo)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

으로 고도 35,000피트로 비행 중 18:50경 조종실 내에서 전기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였다. 운항승무원들은 비상용 소화기를 사용하고 19:36경 러시아 노보시비르

스크(Novosibirsk) 공항으로 긴급 회항하였다.

이 준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국제민간항공조약(ICAO) 부속서 13의 5.1에 따라 이 준사고의 조사권한과

책임은 사건 발생국인 러시아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 조사당국과 대한민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번 사고의 조사 편의를

고려하여 사고조사의 모든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사

고조사를 완료한 후 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고의 원인을 제작사의 매뉴얼(IPC)에서 권고한 조종실 창

문의 전기단자 고정용 나사길이가 적절하지 못하여 단자의 인서트가 절단되

었고, 절단면 사이에서 발생한 전기아크의 고열로 인해 나사 주변의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 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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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비사가 조종실 창문의 전기단자 나사를 장착할 때 정비교범에서

규정한 토크 값을 초과하는 과도한 힘으로 나사를 조여 인서트에 인장응력

이 가해져 인서트가 절단된 것 을 기여요인으로 결정한다.

이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 2건, 보잉사에 1건

및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1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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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정보

1.1 비행경위

2015년 1월 13일 14:29경(UTC) 아시아나항공 784편, B747-400SF, 등록부호

HL7417 항공기(이하 “HL7417”이라 한다)는 노르웨이 오슬로(Oslo)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비행 중 18:50경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Novosibirsk)공항 약 200NM 지점, 고도 35,000피트 상공에서 기장석 좌측 2

번과 3번 창문 사이에 있는 덮개 하단 부분에서 전기 불꽃과 연기가 발생하

였다. 운항승무원들은 비상용 소화기를 사용하고 노보시비르스크공항으로 회

항하여 19:36경 활주로 07에 착륙하였다.

HL7417은 대한민국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계기비행방식으로

운항하는 국제선 정기화물 운송용 비행기였다.

HL7417의 비행경로는 [그림 1]과 같다.

오슬로공항

노보시비르스크공항

비행계획경로

비상착륙경로

[그림 1] 비행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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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7417은 14:29에 전단임무1) 운항승무원들이 오슬로공항을 이륙하였고

18:42경 후단임무 운항승무원들이 임무교대를 하였다. 임무교대 후 뒷좌석에

서 탑재용항공일지를 기록하던 전단임무 기장은 플라스틱이 과열되는 냄새

를 맡고, 18:50경 기장석 좌측 2, 3번 조종실 창문 사이에 있는 하단부분에서

전기불꽃과 연기가 동시에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전단임무 기장은 비상용 소화기로 불꽃을 진압하였고, HL7417은 노보시비

리스크 관제에 화재가 진압된 상황을 통보하며 회항을 요청하였다. 전단임무

운항승무원들은 회사와의 위성통신교신 및 회항공항의 기상파악 등을 하였

다.

임무 운항승무원들은 회항공항으로 향하며 관련 계통점검 및 비정상절차

등을 확인하였고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 약 15분간에 걸쳐

47,000 lbs 정도의 연료를 방출하였다. HL7417은 정밀계기접근으로 19:36경

노보시비르스크공항 활주로 07에 착륙하였다.

항공기가 노보시비르스크공항에 도착 후 현지 지상정비요원의 조종실 내

부점검으로 기장석 좌측 3번 창문의 열선에 전원을 공급하는 단자가 열로

인해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2015년 1월 10일 HL7417은 해당 방풍창의 열선 관련 회로차단기를 차단

하고 최소장비목록 23-71-01을 적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항하였다. 이후

손상된 기장석 좌측 3번 창문은 아시아나항공 정비시설에서 새 부품으로 교

환 장착하였다.

1.2 인명 피해

이 준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1) HL7417의 784편과 같은 장거리비행의 경우, 기장과 부기장으로 구성된 2팀(총 4명)이 해당 편의 총
비행시간을 2구간으로 나누어 임무를 수행하는데, 앞 구간의 임무를 전단임무, 뒷 구간을 후단임무
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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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공기 손상

이 준사고로 인한 조종실 창문 손상은 1.12항 잔해와 충격정보에 기술하였다.

1.4 기타 손상

기타 손상은 없었다.

1.5 인적 사항

1.5.1 기장

기장(58세, 남)은 유효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2), B747-400 한정자격증

명3), 항공무선통신사자격증4), ICAO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및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5)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장은 총 16,165시간을 비행하였고 그 중 기장으로 10,599시간, B747-400

형식으로 10,157시간을 비행하였다. 그는 최근 3개월간 252시간, 최근 1개월

간 85시간, 최근 1주일간 25시간 비행을 하였다.

기장은 2014년 7월 8일 정기지상훈련과 2014년 8월 13일부터 8월 15일까

지 모의비행장치로 정기훈련을 받았고, 2014년 8월 14일의 숙달평가

(proficiency check)와 2014년 2월 1일의 노선평가에 합격하였다.

기장은 최근 72시간 행적으로 2015년 1월 11일부터 1월 12일에는 비행이

없었다. 1월 13일에는 05:00경 기상하였고 08:00경 비엔나공항을 이륙하여

2) 취득일: 1995. 7. 22.
3) 취득일: 1994. 7. 23.
4) 발급일: 2013. 9. 10.
5) 유효기간: 2014.06.16~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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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경 오슬로공항에 도착하였다. 기상과 화물운송 관계로 약 2시간 지연되

어 14:29경 오슬로 공항을 이륙하였고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5.2 부기장

부기장(36세, 남)은 유효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6), B747-400 한정자격

증명7), 항공무선통신사자격증8), ICAO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4등급 및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9)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기장은 총 3,240시간을 비행하였고 그중 B747-400형식으로 558시간을 비

행하였다. 그는 최근 3개월간 234시간, 최근 1개월간 71시간, 최근 1주일간

23시간을 비행하였다.

부기장은 2014년 7월 8일 정기지상훈련과 2014년 8월 23일부터 8월 25일

까지 모의비행장치로 정기훈련을 받았고, 2014년 8월 24일의 숙달평가

(proficiency check)와 2014년 4월 26일의 노선평가에 합격하였다.

최근 72시간 행적으로 부기장은 2015년 1월 11일부터 1월 12일에는 비행

이 없었다. 1월 13일에는 06:00경 기상하여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하였다.

08:00경 비엔나공항을 이륙하여 10:00경 오슬로공항에 도착하였다. 기상과 화

물운송관계로 약 2시간 지연되어 14:29경 오슬로 공항을 이륙하였고 건강상

태는 양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6 항공기 정보

1.6.1 항공기 일반정보

6) 취득일: 2013. 5. 28.
7) 취득일: 2014. 2. 26.
8) 발급일: 2014. 8. 22.
9) 유효기간: 2014. 3. 12.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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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7417은 1993년 11월 18일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일련번호(MSN) 25779

로 제작된 B747-400SF 형식의 화물전용기이며, 1993년 12월 8일 아시아나항

공이 도입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등록10)하였으며 , 2012년 9월 21일에

발급된 유효한 표준감항증명서11)를 보유하고 있었다 .

HL7417의 총 비행시간은 98,310시간이고, 총 착륙횟수는 17,368회이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GE)사 CF6-80C2B1F 형식의 터보팬 엔진이 4대 장

착되어 있으며, 엔진 당 정격추력은 57,900 파운드(lbs)이다. 각 엔진의 정보는

[표 1]과 같다.

장착위치 일련번호 TSN/CSN TSO/CSO

1번 704261 82,364/16,341 16,507/3,087

2번 704919 61,288/8,554 61,288/8,554

3번 706736 43,178/7,277 43,178/7,277

4번 704921 57,083/7,134 11,036/2,134

[표 1] 엔진 정보

1.6.2 조종실 창문 일반정보

HL7417 항공기의 조종실 창문(window)은 좌·우 대칭으로 각각 3개씩 총

6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조종실 앞쪽에서 뒤쪽으로 1번, 2번 그리고 3번 창

문이라 한다. 모든 조종실 창문은 유리를 여러 장 붙여 만든 형태로 제작되

어 있다. 1번 창문은 기내압력을 유지하고 조류충돌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

어 조종사 방풍창(pilot’s windshield)이라 한다. 2번과 3번 창문은 기내 압력

만 유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측면창문(side window)이라 한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서는 편의상 모두 조종실 창문(cockpit window) 또는 단순히 창문

10) 등록증 번호 2011-043
11) 표준감항증명서 번호 AS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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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ow)이라 기술한다.

[그림 2]와 같이 전방 양쪽의 1번 조종실 창문에는 착빙 방지와 성에 제거

(de-forging) 기능이 있는 전기 가열장치가 있다. 2번과 3번 창문에는 성에 제거

기능만 있다. 또한 각 창문에는 온도조절장치와 과열방지장치가 장착되어 있다.

3번 창문의 안쪽 구조유리판(structure glass pane) 내부에는 얇은 띠 형태

의 전열선(bus-bar)이 내장되어 있다. 이 열선에 전원12)이 공급되면 열선이

가열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이 유리창 표면을 가열하여 조종실 유리창 표면

에 생긴 성에나 습기를 제거한다. 이 전열선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하

에 두 개의 전원 연결단자가 있으며 창문 아래쪽 단자를 A단자(terminal A),

위쪽 단자를 B단자(terminal B)라 한다.

B

A

[그림 2] 조종실 창문(2번과 3번)의 구성품

12) P6 Main Power Distribution Panel로부터 115V 교류전원을 공급 받는다. 2R과 3L 그리고 2L과
3R 창문은 서로 쌍을 이루어 동시에 회로가 연결되어 있다.



사실정보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

- 9 -

1.6.3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 종류

제작사의 부품목록표(IPC)13)에 따르면 조종실 좌측 3번 창문은 기존의 구

형(old)창문과 충격 성능이 향상 된 신형(new)창문의 2종류가 있다. 구형창문

의 부품번호는 65B27047-1로 단일 제품이며, 신형창문은 제조회사에 따라 2

종류의 부품번호로 구분된다. GKN14)사의 제품은 141U4831-1이며, PPG15)사

의 제품은 141U4832-11이다. HL7417에 교환된 신형창문은 GKN사 제품이며

다른 항공기에도 모두 GKN사 단일 제품이 사용되었다.

[그림 3]과 같이 구형창문은 구조유리판이 한 겹으로 제작되어 있으나, 신

형창문은 중간 구조판이 추가되어 구조유리판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창

문의 강도가 더욱 향상되었다. 한 겹의 구조 유리판으로 되어 있는 구형창문

의 내부안전판(fail-safe interlayer)에 균열이 생기면 구조 유리판(structural

glass panel)이 깨져서 창문이 이탈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창문이 이탈

되는 경우 객실 내의 여압이 상실되어 조종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2년 4월 16일 감항성개선지시(AD)16) 2012-057을 발

행하여 구형창문의 2번과 3번 창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FAA AD

2012-02-16에 따라 신형의 창문으로 모두 교환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신형

창문으로 교환할 때까지 구형창문은 제작사(Boeing) 기술지시(SB)17) 747-56A2012에

정한 방법으로 해당 창문을 대상으로 내부안전판에 균열이 없는지 주기적18)

으로 정밀검사를 수행한 후 운항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시아나항공은 2006년 8월 제작사의 원본 기술지시를 접수하여 초도점검

수행 기한 내에 전 B747-400 항공기 조종실 창문에 대한 일시점검을 실시하

였다. 또한 감항성개선지시(AD) 2012-057에 따라 2번과 3번 조종실 창문에

13) Illustrated Parts Catalog
14) 영국의 항공기 조종실 창문 전문 제조회사
15) 미국의 항공기 조종실 창문 전문 제조회사
16) Airworthiness Directive
17) Service Bulletin
18) 부품번호가 65B27043-() 인 경우 매 3,000 비행시간마다, 부품번호가 65B27047-() 인 경우 매 7,500
비행시간마다 육안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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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반복점검을 수행하여 왔으며 결함이 발생한 경우 신형 창문으로 교환

하고 있었다.

준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은 총 14대의 B747-400 항공기

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중 12대는 신형 창문, 2대는 구형 창문이 장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모두 신형 창문으로 교체가 완료 되었다. 한편 대한

항공은 총 31대의 B747-400 기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18대는 신형 창문, 나머

지 13대는 구형 창문이 장착되어 있다.

구형창문

신형창문

[그림 3] 조종실의 신형과 구형창문 단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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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조종실 창문의 전원연결 단자

조종실 신형창문의 전원연결 단자는 [그림 4] 및 [그림 5]와 같이 터미널

인서트(terminal insert) 외부가 틀의 형태로 셀라닉스(Celanex)19) 재질이 채

워져 있다. 터미널 인서트의 창문 바깥쪽(outboard) 면에는 전열선(bus-bar)

과 연결되는 전원단자태그가 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한편 터미널 인서트의

창문 안쪽(inboard)에는 전원공급선(power line)과 연결되는 전원단자태그와

와셔를 끼운 후 안쪽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이 나사를 조일 때 매뉴얼에 규정된 토크값은 25 ~ 30 in-lb 이다. 한편

제작사는 2016년 3월 15일자 매뉴얼20) 정기 개정 시 이 토크값 범위를 16 ~

20 in-lb로 더욱 낮추어 적용하도록 하였다.

구형창문 신형창문

[그림 4] 신형과 구형 조종실 3번 창문의 단자 비교

19) 열가소성수지의 일종인 폴리브틸렌 테레프탈레이트(polybuthylene Terephthalate, PBT)이며 미국
티코나(Ticona)사의 상품명임

20) AMM 56-11-02, page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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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조종실 신형 창문의 전원연결 단자 단면도

1.6.5 HL7417의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의 이력

결함이 발생한 HL7417의 조종실 좌측 3번 창문 (3L)은 2012년 9월 2일 대

만의 EGAT사에서 중정비(C-check) 시 신형 창문으로 교환 장착하였다. 교환

된 창문은 영국의 GKN Aerospace사 제품이며 2012년 3월에 생산되었다. 창

문의 보잉사 물품번호는 141U4831-121)이며, 일련번호는 H0676이다. 준사고

당시까지 창문의 총 사용시간은 10,982시간이었고, 사이클은 2,187이었다.

HL7417에서 장탈 된 조종실 창문(3L)은 [그림 6]과 같은 상태였으며, 물품

에 부착된 라벨에서 창문의 물품번호, 일련번호, 제작일자 및 제작사 등 기

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21) 제작사(GKN)의 물품번호는 06326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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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HL7417의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

1.6.6 HL7417의 조종실 3번 창문(3L) 결함발생 및 조치 이력

HL7417의 중앙정비컴퓨터(CMC)22)에 저장되어 있는 결함이력(present leg

fault)을 조사한 결과, 2015년 1월 8일부터 준사고까지 약 1주일 동안 조종실

창문 관련하여 결함메시지(NON-FDE)23)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간헐적 결함

(intermittent)이 총 9회 발생한 기록이 있었다. 이 메시지는 대부분 항공기의

순항구간에서 나타났다.

또한 항공기 운항정보 교신시스템(ACARS)24)에는 2012년 9월 2일 좌측 3

22) Central Maintenance Computer
23) NON-Flight Deck Effect : 항공기 조종석 경고 메시지가 아닌 정비관련 메시지로서 Active 혹은

Inactive 상태로 표시되어 유용한 정비관련 정보를 제공함
24) Aircraft Communication Addressing and Repor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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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창문 교환 이후 2014년 4월 13일부터 “WINDOW 3L HEAT FAIL”25)

NON-FDE 메시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간헐적인 현상이 시작되었다.

2014년 9월부터 거의 매 비행구간마다 동일한 비활성(inactive) NON-FDE 메

시지와 일부 활성(active) NON-FDE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다.

준사고 발생 바로 앞 비행구간인 2015년 1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노르웨이 오슬로 구간을 비행한 운항승무원은 운항 중 조종실 내에서 무언

가 타는 듯한 냄새를 느끼고 오슬로공항 지상정비요원에게 이에 대한 점검

을 요청하였다. 해당 정비사는 전기 계통 및 공조시스템(air-conditioning

pack) 등 관련계통의 점검을 수행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HL7417의 정비기록에 의하면, 관련 NON-FDE 메시지에 대한 정비작업으로

2014년 11월 4일 조종실 좌측 3번 창문의 온도조절장치(control thermostat)26)

및 전류감지 계전기(current sensing relay)27)를 새것으로 교환하여 장착하였

다. 부품 교환 작업 10일 후인 같은 해 12월 15일에 동일한 결함이 발생하자

온도조절장치를 다시 교환하였다.

2015년 1월 15일 HL7417 항공기는 결함이 발생한 조종실 좌측 3번 창문

(3L)을 노보시비르스크 현지공항에서 임시조치를 수행한 상태로 최소장비목

록을 적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비행하였다. 2015년 1월 16일 조종실 좌측

3번 창문은 신형 창문으로 교환하여 결함이 수정되었다.

1.6.7 중량 및 평형

HL7417의 이륙 및 착륙 시 무게중심 위치는 [표 2]와 같으며 비행교범의

인가 범위와 회사의 운영 범위 내에 있었다.

25) 메시지 번호 30121
26) 부품번호 3100-292-1
27) 부품번호 77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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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무연료중량

562,495lbs

이륙중량

811,520lbs

착륙중량

641,920lbs

전방 후방 전방 후방 전방 후방

비행교범

인가범위
14.8% MAC 33.0% MAC 11.8% MAC 30.2% MAC 13.0% MAC 33.0% MAC

회사운영

범위
15.54% MAC 32.11% MAC 12.39% MAC 29.54% MAC 16.63% MAC 32.02% MAC

무게중심

위치
29.72% MAC 25.7% MAC 28.05% MAC

최대중량 610,000lbs 870,000lns 652,000lbs

[표 2] HL7417 이륙 및 착륙 시 무게중심 자료(단위: % MAC)

1.7 기상 정보

해당 없음

1.8 항행안전시설

해당 없음

1.9 통신

해당 없음

1.10 비행장 정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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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비행기록장치

HL7417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에는 조종실 창문 결함과 직접 관련이

있는 파라미터가 없어 비행경로 자료만 사고조사에 참고하였다. 조종실음성

기록장치(CVR)에는 전체 2시간 길이 분량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다.

그러나 비상착륙 후 지상요원에 의해 장비의 전원이 곧바로 차단되지 않

아 조종실내에 연기가 발생한 순간부터 착륙할 때까지 녹음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착륙 후 운항승무원과 지상요원들의 대화내용으로 덧씌워져 있었

다.

1.12 잔해와 충격정보

[그림 7]과 같이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의 아랫부분이 A단자를 중심으

로 반경 5센티미터 정도가 검게 그을린 자국이 있었다. A단자가 고정되어

있던 세라닉스 칼라(Celanex collar)는 열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었다. A단자

의 전선은 바깥쪽 나사와 인서트가 결합된 상태로 쉽게 분리되었다. 인서트

의 중간부분이 절단되어 이탈된 것이다. 그러나 B단자의 주변은 열에 의한

손상 흔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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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HL7417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 손상 부분

1.13 의학 및 병리학적 정보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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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화재

조종실 좌측 2번과 3번 창문 아랫부분에서 전기불꽃과 함께 연기가 발생

하자 운항승무원이 기내의 비상용소화기를 사용하여 신속히 진압하였다.

1.15 생존 분야

해당 없음

1.16 시험 및 연구

1.16.1 단자 인서트 파손 시험

위원회는 조종실 창문 제조회사인 영국의 GKN ATS KN사28)에 터미널

인서트(terminal insert)가 파괴되는데 요구되는 토오크 실험 값과 바깥쪽

(laminate-side) 단자 나사가 장착된 상태에서 안쪽 단자 나사의 장착 가능한

나사 길이를 조사하도록 의뢰하였다.

[그림 8]과 같이 터미널 인서트의 한쪽 끝에는 전원연결단자와 바깥쪽 나

사를 장착하고, 바깥쪽 단자 나사와 끝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길이가 긴 안쪽

나사(aircraft-side)를 사용하여 터미널 인서트가 파손되는 시점의 토오크 값을

구하였다.

정규 토크값29)의 최대치인 30lbf-in로 나사를 조이는 경우 터미널 인서트

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규정된 토크 값에 40.6%를 추가한 45lbf-in

를 적용하는 경우 일부 터미널 인서트에서 파손이 일어났다. 정규 토크값의

약 2배인 65lbf-in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터미널 인서트가 파손되었다.

28) GKN Aerospace Transparency Systems Kings Norton
29) 정규 토크값의 범위는 25 in-lb ~ 30 in-l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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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터미널 인서트 파손 시험

[그림 9]와 같이 터미널 인서트의 파손은 두 나사 끝이 서로 만나는 지점

에서 일어났다. 인서트가 파손 되면서 인서트의 외경은 약간 커지고 이 영향

으로 인서트 주변 세라닉스 칼라가 균열되었다. 또한 잘려진 인서트는 세라

닉스 칼라 윗면으로 약간 돌출되었다.

인서트 

파단부분

Celanex 
Collar

Terminal 
Insert

Power
Terminal 

Tag

Outboard
Tag

인서트

돌출부분

[그림 9] 터미널 인서트와 세라닉스 칼라 파손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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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조직 및 관리

해당 없음

1.18 추가 정보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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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2.1 조종실 창문 장착 나사 긴급 조사

B747-400 항공기의 조종실 2번과 3번 창문에 사용된 안쪽 나사의 종류를

확인하고, HL7417과 유사한 결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2015

년 4월 13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하였다.

이 권고에 따라 동일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은

B747-400 전체 항공기의 조종실 창문의 나사 길이를 조사하였다. 신형 창문

은 제작사에서 긴급 권고에 따라 BACS12HN3U5(NAS1802-3-5)의 짧은 길이

의 나사로 모두 교체하였다. 또한 각 전기 단자의 저항값30)을 측정하여 터미

널 인서트 손상여부를 확인하였다.

2.2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 정밀 조사

위원회는 HL7417의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의 고장 원인을 밝히기 위

하여 해당 창문과 관련 부품을 미국 시애틀에 있는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의 실험실(EQA)31)로 보내 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는 미국 교통안

전위원회(NTSB)32)를 대리하여 미국 연방항공청(FAA)33) 감독관, 보잉사 및

아시아나 기술진이 함께 참여하였다.

조종실 창문틀(frame)에서 바깥쪽 단자 나사(outboard terminal screw)를 꺼

내기 전에 전원 공급선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지털 방사선

(digital radiography)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단자 내부를 촬영하였다. [그림

10]과 같이 전기선은 단락된 부분이 없이 정상적인 상태였다.

30) 정상 전류 저항치(2번 창문:32.27~47.77Ω, 3번 창문: 26.17~34.21Ω
31) Equipment Quality Analysis
32)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33)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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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A Terminal B

[그림 10] 바깥쪽 단자 내부 상태

창문틀에서 압력 시일(pressure seal)을 제거한 후 직경 1인치 엔드밀 절

삭공구(end mill cut)를 이용하여 [그림 11]과 같이 창문 바깥쪽 단자나사가

보이도록 창문의 바깥쪽 알루미늄 틀을 원형으로 절단하여 제거하였다.

[그림 11] 바깥쪽 단자 노출 상태

[그림 12]와 같이 터미널이 장착된 옆면이 보이도록 각 단자위치에서 2군

데씩 틀의 옆면을 절단하여 틀 조각을 제거하였다.

2개의 바깥쪽 단자(outboard terminal)는 창문 쪽 전선(window side

wiring)을 절단한 후 창문틀에서 빼어냈다. 양쪽 전기 단자 고리(electrical

terminal lug)는 나사와 인서트 사이에 움직임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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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l A Terminal B

[그림 12] 바깥쪽 단자 측면

[그림 13]과 같이 2개의 바깥 쪽 단자를 빼낸 후 A단자와 B단자의 두 단

자의 외부상태를 비교하였다. 전기적 아크가 발생 한 A단자는 단자 외부가

심하게 오염되었으나 B단자는 비교적 깨끗한 상태였다.

A단자는 전기아크에 의해 단자에 열이 발생하였고 이 열로 인해 셀라닉

스 재질의 칼라가 녹아 단자 표면을 오염시킨 것이다. B단자의 깨끗한 표면

은 열손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B단자는 아시아나항공 사고조사담당자가 준사고 발생 후 자체적으

로 고장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단자의 나사에 과도하게 힘을 가하여

인서트가 파손되어 분리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Terminal A Terminal B

[그림 13] 바깥쪽 단자 표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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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자의 열 손상 상태

[그림 14]는 전기적 아킹(arcing) 현상이 발생한 A단자의 외부 상태를 보여

준다. 청동 칼라(bronze collar)에 묻은 상당한 양의 검은색 오염물은 안쪽과

바깥쪽 양쪽 모두 높은 열에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절단되어 분리된 칼

라(collar)의 모서리 부분은 용융되어 둥근 모양으로 되었다. 이 부분에서 전

기적 아킹이 발생하였고 이때 발생한 고열로 인해 칼라 주변을 싸고 있는

셀라닉스 재질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Inboard Outboard

[그림 14] A단자

그러나 준사고 발생 후 외부의 과도한 힘에 의해 절단된 B단자의 칼라와

나사의 파단면은 [그림 15]와 같이 인장력 파괴형태와 일치하는 뾰족한 전단

면(shear lip)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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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ard Outboard

[그림 15] B단자

2.4 금속조직 시험(Metallurgical Examination)

창문의 단자에서 아킹이 발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창문에서 장탈한

A단자와 B단자의 구성품은 조립된 상태로 보잉사 실험실(Boeing Research

& Technology)의 파괴분석그룹(fracture analysis group)으로 보냈다. 보잉사

실험실에서는 육안검사, 광학 및 주사전자현미경34) 검사 및 금속조직검사 등

을 실시하였다.

아킹이 일어난 A단자의 칼라 파단면은 [그림 16]과 같이 용융된 금속의

형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수지상(dendritic)과 구상(globular)의 형태로 덮여

있었다.

34) optical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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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단자 파단면 금속조직

나사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강제로 잘려진 B단자의 파단면은 [그림 17]과

같이 인장응력이 과도하게 가해질 때 흔히 나타나는 일반적인 딤플파괴

(dimple rupture) 형상을 보여주었다.

[그림 17] B단자 파단면 금속조직

[그림 18]은 아킹이 발생한 A단자의 단면이다. 바깥쪽과 안쪽의 부품 접촉

면(확대 표시된 부분)에서는 모두 아킹으로 인해 용융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러나 칼라의 미세구조를 보면 나사와 결합되는 나사산과의 접촉면 주위에는

아킹 흔적이 없고 뒤틀림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칼라와 나사 사이에

는 결합이 이완되거나 아킹에 의해 손상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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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board Outboard

[그림 18] A단자 단면

2.5 단자나사(terminal screw) 길이 조사

아킹이 발생한 A단자는 전기공급선 연결부(power tag)와 와셔 등 단자의

구성품이 모두 조립된 상태에서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여 나사 머리(head)를

포함한 나사 전체 길이를 측정하였다. [그림 19]와 같이 바깥쪽 나사의 전체

길이는 0.359인치이고, 안쪽 나사의 전체 길이는 0.550인치였다.

[그림 19] A 단자 나사길이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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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사의 부품표준서(Boeing part standard) BACS12HN35)에 따라 나사머

리 부분을 포함한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A단자와 B단자의 바

깥쪽 나사는 모두 부품번호 BACS12HN3-4(대시4)와 같고, A단자의 안쪽 나

사는 BACS12HN3-7(대시7) 나사와 일치하였다. B단자의 안쪽 나사는 손상된

조종실 창문을 새것으로 교환 작업 시 현장에서 분실되었기 때문에 장착되

어 있었던 나사의 규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종실 좌측 3번 창문의 바깥쪽나사는 창문 어셈블리(window assembly)

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나사의 규격은 [그림 20]과 같이 제작사 설계도면36)

에 나타난 BACS12HN3-4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창문 어셈블리에 사용된 바

깥쪽 나사는 설계도면과 일치한 대시4 나사가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림 20] 조종실 3번 창문 설계도면(일부)

안쪽 나사 역시 [그림 21]과 같이 B747-400 항공기 부품목록표(IPC)37)에

권고한 대시7이 와셔38)와 함께 정상적으로 사용되었다. 부품번호

BACS12HN3-7은 NAS1802-3-7과 상호 호환사용이 가능한 부품이다.

35) Boeing part standard BACS12HN, Rev H, 2014. 8. 25. 개정
36) 141U4831, Sheet 1 Drawing
37) B747-400 Aircraft Illustrated Parts Catalog, D6U10032-AAR-0079
38) 부품번호 MS35338-43 또는 MS35333-38, 카드늄 도금으로 표면처리 된 helical split 형식의 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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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조종실 3번 창문(3L,3R) 부품목록표(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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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쪽 나사와 안쪽 나사의 나사호칭(thread size)은 모두 No.10-32

(.1900-32) UNJF-3A로 직경과 머리 부분은 같으며, 다만 나사의 길이39)에 차

이가 있을 뿐이다. 머리 부분을 제외한 나사산의 길이는 나사 부품번호의 마

지막 대시 번호로 구분하며, 1/16인치(0.0625인치)의 배수가 길이가 된다. 따

라서 창문의 바깥쪽 나사는 대시4로 나사길이가 4/16인치(6.35mm)이며, 안

쪽 나사는 대시7로 7/16인치(11.11mm)가 된다.

2.6 항공기 쪽(aircraft-side) 인서트의 구멍 깊이 비교

신형 창문과 구형 창문의 항공기 안쪽(aircraft-side) 나사가 장착 될 터미

널의 구멍 깊이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신형과 구형 창문 모두 길이가

0.535인치(13.59mm)인 동일한 규격의 인서트로 제작되어 있으나 바깥쪽 나사

및 전원단자태그의 모양(두께)은 [그림 22]와 같이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로 인해 바깥쪽 나사와 전원단자태그를 장착하고 남는 항공기 쪽

인서트 구멍의 깊이가 서로 다른 것이다. 구형창문은 약 0.4“(10.16mm)이고

신형창문은 0.33“(8.37mm)로 신형창문의 인서트 구멍 깊이가 구형창문보다

약 0.07”(1.79mm) 정도 얕았다.

창문에 전원단자를 장착하기 위하여 안쪽 나사(inboard screw)에 와셔(두

께 1.1mm)와 전원 단자태그(두께 0.75mm)를 포함하면 나사길이에서 약

1.85mm 정도가 줄어든다. 따라서 대시7(길이 11.11mm)의 나사를 사용하려면

구멍의 깊이는 최소한 9.26m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안쪽 나사를 대시7 길이의 나사로 체결하는 경우 구형 창문은 안쪽 나사

와 바깥쪽 나사 끝 사이에 약 0.9mm정도 공간이 남지만 신형창문은 약

0.9mm정도 공간이 모자라 두 나사끝이 서로 맞닿게 된다. 또한 와셔와 전원

단자태그가 인서트에 완전히 밀착되지 않고 공간이 생겨 움직이게 된다.

39) 나사 전체 길이 중에서 머리(head)부분을 뺀 나머지 길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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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항공기 쪽 인서트 구멍 깊이 비교

구형 창문을 신형 창문으로 교체 작업할 때 제작사의 매뉴얼 절차대로 대

시7의 긴 나사를 사용하고 규정된 토크값 범위의 최대치(30in-lb)를 적용하면

[그림 23]의 왼쪽과 같이 두 나사의 끝이 먼저 닿아 전원단자태그와 와셔가

터미널 인서트에 제대로 장착되지 않는다.

신형 창문 일부는 길이가 짧은 나사(-5 또는 -6)를 임의로 대체하여 사용

하였거나, 대시7의 긴 나사에 와셔 1개를 추가로 장착하여 움직임을 해결하

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HL7417의 경우와 같이 와셔와 전원단자태그가 인서트 면에 밀착되

지 않자 완전히 밀착될 때까지 규정된 토크값을 초과하여 전원단자터미널의

나사를 조여 조립한 경우도 있었다.

작업 중 이런 차이점이 발견되면 작업자는 작업불만족 사항을 관리자에게

알리고 수정작업을 하거나 적절한 지시를 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현장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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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임의로 처리했기 때문에 창문 교체작업에 대한 문제점이 준사고 발생

시점까지 노출되지 않았다.

앞서 1.16항 시험에서 알 수 있듯이 매뉴얼에 권고한 토크값 이상으로 무

리하게 나사를 조이는 경우 인서트에 과도한 인장력이 가해져 인서트의 중

간 부분이 늘어나거나 부분적으로 절단될 수 있다. 인서트가 세라닉스 칼라

에 가려있기 때문에 작업자는 파손된 상태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다.

2.7 신형 창문에 적합한 안쪽 나사 선정

[그림 23]과 같이 안쪽 나사는 와셔와 전원단자태그가 각 1개씩 조립된다.

개별 부품의 두께는 제작 시 공차(tolerance)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와셔의 두께는 약 1.1mm이며, 전원단자태그는 0.75mm이다. 두 부품을 합한

두께는 1.85mm 정도이다.

따라서 신형 창문에 적합한 나사는 나사산의 길이에서 1.85mm를 뺀 값이

인서트 구멍 깊이 보다 작아야 한다. GTN사의 시험자료에 의하면 인서트

구멍의 깊이는 최소 7.46mm에서 최대 8.03mm 범위에 있었다.

[그림 23]의 왼쪽 그림과 같이 NAS1802-3-7의 길이가 긴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 두 나사 사이 간극이 약 1.27mm 부족하여 서로 부딪히게 된다.

NAS1802-3-5의 길이가 짧은 나사를 사용하는 경우 두 나사 사이 약 1.9m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어 터미널 부품을 조립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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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전원단자터미널 나사 간격 비교

2.8 제작사 부품목록표(IPC) 매뉴얼 개정

사건 발생 후 보잉사는 한․미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조종실 신형창문(2

번과 3번)을 장착할 때 사용하는 전기단자의 안쪽나사 규격을 변경하였다.

구형창문(65B27047-X)에는 종래대로 대시7의 길이가 긴 나사(NAS1802-3-7)를

사용하고, 신형창문에는 대시5의 짧은 나사(NAS1802-3-5)를 구분하여 사용하

도록 하였다.

관련 매뉴얼(IPC)른 [그림 24]와 같이 개정되었다. GKN사의 신형창문 부품

번호(141U4831-X)에는 짧은 나사(대시5)를 사용하도록 변경되었으나, PPG사

의 신형창문 부품번호(141U4831-XX)는 그대로 긴 나사(대시7)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모두 PPG사 창문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

아 사용나사의 차이점을 추가 조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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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그림 24] 조종실 좌측 3번 창문 부품목록표(일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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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전원차단기(circuit breaker) 작동

조종실 우측 2번(2R)과 좌측 3번(3L) 창문은 C6940) 창문 열 회로차단기

(window heat circuit breaker)로부터 115볼트 교류전원(VAC)을 공급 받는

다. 또한 좌측 2번(2L)과 우측 3번(3R) 창문은 C68 창문 열 회로차단기로부

터 역시 115볼트 교류전원을 공급 받는다. 이 전원이 전류감지 계전기 회로

(current sensing relay circuit)를 통해서 창문 열 코팅(window heat coating)

에 제공되며, 온도조절 및 가열장치(control & overheat thermostat)는 열 필

름(heat film)에 제공되는 전원을 조절한다.

인서트가 완전히 절단되어 두 부분으로 분리되게 되면 전기 회로가 끊겨

창문에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된다. 그러나 인서트가 부분적으로 늘어나거나

절단되는 경우 항공기 진동에 의해 절단 부분에서 단락과 접촉이 반복되게

된다. 이때 전기적 아크가 발생하게 되며 그 부분의 전기 저항이 증가하여

열이 발생하게 된다.

HL7417의 경우 회로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단자에 고열이 발생하여

주변의 가연성 물질을 태워 연기가 발생한 것이다. 단자의 인서트가 절단되

어 연결이 느슨해 졌지만 소비전류는 회로차단기(circuit breaker) 용량을 초

과하지 않아 회로차단기가 차단(trip)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전원차단기가 차단되지 않은 이유는 회로의 합선현상은 없어 흐르는 전류

가 접지되지 않았으며 전원차단기의 정상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원은 지속적으로 불완전한 회로에 공급되었다. 일반적으로 전원차

단기는 내부 가열 임계값(internal heating threshold)에 도달할 경우 차단되

도록 설계되어 있다.

40) 7.5 암페어(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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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조사결과

1. 운항승무원들은 해당 비행에 적합한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비

행 전 규정된 휴식을 취하였으며, 비행에 지장을 줄 만한 의학적 요소

는 발견되지 않았다.

2. HL7417은 유효한 표준감항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었다.

3. 운항승무원들은 비상용 소화기로 불꽃을 진압하고 러시아 노보시비르

스크공항으로 긴급히 회항하였다.

4. HL7417의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은 2012년 9월 경 대만의 EGAT사

에서 중정비 작업 시 신형창문으로 교체되었다.

5. 아시아나항공은 제작사 감항성개선지시(AD)에 따라 구형 창문에 대해

정기적으로 균열점검을 하였으며,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신형창문으로

교체하고 있었다.

6. 조종실 좌․우 3번 창문(3L과 3R)은 구형과 신형의 2종류 창문이 있다.

신형과 구형창문은 터미널 단자를 장착하는 인서트 구멍의 깊이에 차

이가 있기 때문에 터미널 단자를 조립할 때 사용하는 안쪽나사의 길이

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초 신형창문을 교환할 당시 제작사의

정비매뉴얼(IPC)에는 나사길이의 구분 없이 모두 긴 나사를 장착하도록

안내되어 있었다.

7. HL7417의 조종실 좌측 3번 신형창문(3L)의 A단자에 사용된 안쪽 나사

는 제작사 부품안내도에 있는 부품과 일치하였다. 터미널 인서트의 구

멍깊이에 비해 나사의 길이가 너무 길어 정상적인 장착이 불가능하였



결론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

- 37 -

으나 제작사의 정비매뉴얼대로 긴 나사를 장착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

8. 신형창문으로 교환 시 HL7417의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의 A단자를

조립할 때 전원단자태그와 와셔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자 작업자는 매

뉴얼에 규정된 토크 값을 초과하여 조인 것으로 추정된다.

9. HL7417의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의 A단자의 터미널 인서트는 과도

한 토크 값이 적용되어 창문 장착 초기에 인서트 중간이 파손되었으나

육안으로 쉽게 발견될 수 없어 수정되지 못하였고, 항공기의 반복된 진

동에 의해 점차 결함이 진전되어 파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10. HL7417의 준사고 발생 약 1주일 전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 관련

정비결함 메시지가 중앙정비컵퓨터에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수정작업

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하여 A단자에서 전기 아크가 발생하였다.

11. HL7417의 조종실 좌측 3번 창문(3L)의 A단자 분해조사 결과 터미널

인서트 중간이 절단되었으며, 절단면 사이에서 발생한 전기아크의 고열

로 인해 나사 주변의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화재가

발생하자 운항승무원이 비상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회로차단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12. 시험결과에 의하면, 조종실 창문의 단자에 나사를 조립할 때 과도한

토크 값을 적용하는 경우 터미널 인서트가 내부에서 손상될 위험이 있

고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작업자는 매뉴얼에 규정된 토크

값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3. 항공기 제작사(보잉사)는 조종실 창문(2번과 3번)의 터미널 안쪽에 사

용하는 나사의 규격을 신형 창문에는 짧은 나사(NAS1802-3-5)를 사용

하고, 구형창문은 종전대로 긴 나사(NAS1802-3-7)를 구분하여 사용하도

록 권고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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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원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2015년 1월 17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상공

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B747-400SF, HL7417)의 사고원인을

제작사의 매뉴얼(IPC)에서 권고한 조종실 창문의 전기단자 고정용 나사

길이가 적절하지 못하여 단자의 인서트가 절단되었고, 절단면 사이에서 발생

한 전기아크의 고열로 인해 나사 주변의 가연성 물질이 타면서 연기가 발생

한 것 로 결정하였다.

또한 기여요인으로는 정비사가 조종실 창문의 전기단자 나사를 장착할

때 정비교범에서 규정한 토크 값을 초과하는 과도한 힘으로 나사를 조여 인

서트에 인장응력이 가해져 인서트가 절단된 것 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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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권고

2015년 1월 17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상공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소속 항공기의 준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안전권고를 발행한다.

4.1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1. B747-400 항공기 조종실 창문의 단자나사를 조립할 때 제작사 매뉴얼에

서 권고한 토크 값을 철저히 준수(AIR1501-1)

2. 항공기의 정비관련 메시지(NON-FDE) 반복결함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

화하고, 현장 결함에 대한 보고시스템을 개선 및 고장탐구를 효과적으

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AIR1501-2)

4.2 보잉사에 대하여

1. B747-400 항공기의 조종실 창문(2번과 3번)의 단자나사를 조립할 때 구

형창문과 신형창문에 각각 적합한 나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

얼을 개정(AIR1501-3)

(보잉사는 B747-400 항공기의 부품목록표(IPC) 매뉴얼을 정기 개정 시

단자나사 관련 부분을 이미 최신화 하였다.)

4.3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대하여

1. B747-400 항공기를 운용하는 국내 항공사에 대하여 조종실 좌측 3번 신

형창문의 전기단자에 사용된 나사 규격(길이)을 전량 확인하고, 긴 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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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경우 정격 나사로 교체하도록 조치(AIR1501-4)

(위원회는 2015년 4월 13일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하였으며, B747-400

항공기를 보유한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해당 기종 보유

항공기 전체에 대해 일시점검을 수행 완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