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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엔진화재로 엔진정지

 항공기 운영자: ㈜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제작사: 프랑스 에어버스사

 항공기 형식: A330-300

 발생장소: 인천국제공항 서쪽 220km, 27,500피트 상공
(N 37° 33′53.38″, E 123° 19′21.22″)

 발생일시: 2015년 7월 14일 17시 33분경(한국시각1))

개 요

2015년 7월 14일 17:05경 아시아나항공 OZ573편, HL8282, A330-300 항

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상승 중 고도 3,972피트에서 오른쪽 엔진 

화재경보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고도 약 27,500피트에서 오른쪽 엔진 오

일량이 ‘0’을 지시하고 오일 저압 경고메시지가 나타나자 운항승무원들은 

오른쪽 엔진을 정지 후 비상선포하고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였다.

아시아나항공 OZ573편에는 승무원을 포함하여 총 124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번 준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항공기는 엔진과 엔진 

카울 등이 화재로 손상되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 준사고의 원인을 

「엔진의 연료노즐2) 접합부위의 균열로 연료가 누설되어 비행중 엔진의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로 결정한다.

기여 요인으로 「연료노즐 제작 시 연료노즐의 써포트플랜지와 인렛피

팅을 접합하는 브레이즈의 공정상의 문제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결정

한다.

1) 본 보고서의 모든 시간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한국시각(국제표준시각+9) 기준임

2) 연료노즐 또는 연료 인젝터와 써포트(fuel injector and support)라 칭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연료

노즐(fuel nozzle)로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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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준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프렛트앤드휘트니사에 1건 및 

에어버스사에 1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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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정보

1.1 비행경위

2015년 7월 14일 17:05경 아시아나항공 OZ573편, HL8282, A330-300, 국

제여객운송용 항공기(이하 “HL8282”이라 한다)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

켄트로 비행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이하 “인천공항”이라 한다)을 이

륙 상승 중 고도 3,972피트에서 오른쪽 엔진(이하 “2번 엔진”이라 한다) 

화재경보가 ECAM3)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이후 27,500피트에서 2번 엔

진 오일량이 ‘0’을 지시하며 ‘2번 엔진 오일 압력 낮음’ 경고메시지가 

나타나자 2번 엔진을 정지한 후 비상선포하고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였다. 

HL8282의 비행경로는 [그림 1]과 같다.

HL8282는 17:05:13에 인천공항을 이륙하여 17:08:24경 고도 3,900피트에

서 플랩 레버를 ‘0’ 위치로 올렸다. 이때 ECAM에 2번 엔진 ‘화재발

생’ 경고메시지4)와 ‘화재감지기 B단자 결함’ 주의 메시지가 연이어 

나타난 후 사라졌다. 그 외의 엔진계기는 모두 정상이었다.

운항승무원들은 화재발생에 관한 경고메시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엔진계기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비행하였

다. HL8282가 목적지를 향해 계속 상승하여 17:30:25경 고도 27,500피트에

서 ECAM에 2번 엔진 오일량이 ‘0’을 지시하며 깜빡이고 2번 엔진오일 

압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시현되었다.

17:33:15경 운항승무원들은 ‘2번 엔진 오일 압력 낮음’ 경고메시지가 

ECAM에 나타나자 ECAM절차5) 에 따라 2번 엔진 스로틀을 최소로 줄였으

나 경고메시지가 계속되자 17:33:46에 2번 엔진을 정지6)시키고, 17:34:39 

3) ECAM(Electronic Centralized Aircraft Monitor): 항공기 각 계통의 상태, 결함 등에 관한 정보와 그
에 관하여 조종사들이 조치해야 할 구체적 조치내용 등을 모니터를 통해 제공하는 시스템

4) 비행자료기록장치에는 17:08:24 3,968피트를 통과할 때부터 약 6초간 ‘ENGINE 2 FIRE’가 기록되었

고 주경고등은 17:08:25~17:08:26 약 2초간 시현되었다.

5) 오일 저압 경고메시지가 나타나면 엔진추력을 감소 후 상황이 지속되면 엔진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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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HL8282 비행경로

중국 대련지역관제소에 비상선포 후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였다.

17:49:06경 운항승무원들은 HL8282가 허용된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하지만 

긴급하게 착륙하기 위하여 과중량착륙 절차7)를 수행하였고 18:04:57에 활

주로 34에 자동조종장치를 이용하여 착륙하였다.

HL8282는 활주로에 접지 후 역추력장치를 사용하였고, 활주로 34 잔여

거리를 점검하며 수동제동장치를 사용하였다. 활주로에 정지 후 제동장치

의 온도는 정상 범주에 있었고, 외부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자력

으로 주기장으로 이동하였다

6) 17:33:17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에는 “띵띵띵띵” 경고음과 조종사들의 “2번 엔진 오일 압력 낮
음”에 대한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었다.

7) HL8282와 같이 연료배출(Fuel Dumping)시스템이 없는 항공기가 허용된 최대착륙중량 보다 많은 
중량으로 긴급히 착륙할 때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이다. 여기에는 최대 출력을 사용하기 위한 Pack

차단 또는 보조동력장치 사용, 최대착륙거리 점검, 조작시 준수사항 등의 절차가 수록되어 있다.

HL8282는 최대착륙중량 407,856lbs보다 약 58,264lbs 많은 466,120 lbs로 착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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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명 피해

이 준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1.3 항공기 손상

HL8282는 화재가 발생했던 2번 엔진의 아랫부분 일부가 열로 변색된 

것을 제외하고 항공기 외관에는 이상이 없었다. 화재로 인한 엔진 손상여

부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정비사는 탑승주기장에서 2

번 엔진 카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역추력장치 카울의 이음새가 열로 고착

되어 열지 못하여 항공기를 아시아나항공 정비고로 이동한 후에야 열 수 

있었다.

1.3.1 엔진 카울

엔진 외부 카울의 흰색페인트는 화재로 [그림 2]와 같이 변색되었고, 카

울 아랫부분의 알루미늄 재질의 브래킷 일부가 열에 녹아 떨어져 나갔다.

엔진 카울 내부가 심하게 그을렸고 부품의 일부도 소실되었다.

[그림 2] 열에 손상된 엔진 카울의 외부 및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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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엔진(엔진 카울 내부)

화재흔적은 엔진 3시 방향부터 9시 방향까지 엔진 아랫부분에 집중되

었으며, 엔진 윗부분은 화재손상이 거의 없었다. 특히 [그림 3]과 같이 6

시 방향에 위치한 드레인 마스트8)를 따라 열 손상이 집중되어 밝은 흰색

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엔진 하부에 장착된 오일펌프, 연료노즐, 엔진시동

기, 교류발전기 등이 화재로 심하게 그을렸으며, 부품 일부는 열로 인해 

손상되었다.

[그림 3] 화재가 발생된 2번 엔진

1.4 기타 손상

기타 손상은 없었다.

1.5 인적 사항

1.5.1 기장

기장(50세, 남)은 2011년3월28일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였다. 기장은 운

송용조종사자격증명9)과 A330 한정자격10)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효한 제

8) 드레인 마스트(drain mast): 엔진의 각 부위로 부터 누설된 액체류(오일, 연료 등)를 한곳으로 모아 

엔진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배출구

9) 자격증 번호: 4269 (2011. 4. 19.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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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항공신체검사증명11)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장의 총 비행시간은 13,798시간이었으며 기장으로서 비행경력은 총 

6,560시간이며 그 중 A330 기장경력은 6,506시간이었다. 기장은 최근 90일 

동안 188시간, 최근 30일 동안 23시간을 비행하였다.

기장의 최근 72시간 행적으로 7월11일은 비행이 없었고 7월12일에는 

새벽에 인천공항-김포공항 구간을 비행하고 쉬었다. 7월13일은 비행이 없

어 오후에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다녀왔으며 23:30경 취침하였다. 7월14일

에는 오전에는 휴식하고 오후에 국제선 비행12)을 위해 15:30경 인천공항

에 도착하였다.

1.5.2 부기장

부기장(33세, 남)은 2011년12월12일 아시아나항공에 입사하였다. 부기장

은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13), 항공무선통신사자격증14) 및 A330한정자격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유효한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15)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기장의 비행시간은 총 2,411시간이었고 A330기종은 1,886시간을 비행

하였다. 부기장은 최근 90일 동안 186시간, 최근 30일 동안 55시간을 비행

하였다.

부기장의 최근 72시간의 행적으로 11일에는 인천-광조우-인천 국제선 

구간을 비행하였다. 12일은 비행이 없어 휴식하였고, 13일도 비행이 없어 

오후에 운동 후 24:00경 취침하였다. 14일에는 오전은 휴식하고 오후에는 

국제선 비행을 위해 15:00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10) 취득일: 2011. 4. 19.

11) 발급번호: 062-14660 (유효기간: 2016. 1. 31.)

12) OZ573편(인천-타슈켄트)

13) 자격증번호 8001 (2012. 3. 23. 취득)

14) 자격증번호 113410275 (2011. 8. 26. 교부)

15) 발급번호: 062-15290(유효기간: 2016. 7. 1.~201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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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항공기 정보

1.6.1 항공기 정보

HL8282는 2013년 6월 24일 프랑스 에어버스사에서 제작된 A330-300 형식

의 항공기이며, 제작일련번호(MSN)는 1435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013년 7월 

15일 도입하여 대한민국에 등록16)하였다. HL8282는 유효한 감항증명서17), 운

용한계지정서18) 및 소음기준적합증명서19)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준사고 당시 HL8282의 총 비행시간은 8,225시간이었으며 총 착륙횟

수는 2,658회이었다. 항공기의 최근 정비이력으로 2015년6월4일에 “A”점

검20)과 2015년6월21일부터 7월2일까지 “C”점검21)을 실시하였다.

1.6.2 엔진 정보

HL8282에는 미국 프랫트앤드휘트니사의 PW4168A-1D(이하 “PW4168”

라 한다) 형식 터보팬 엔진 2대가 장착22)되어 있으며, 각 엔진의 정격추력

은 68,600 lbs이다. 엔진의 사용시간과 착륙횟수는 두 엔진 모두 항공기와 

동일한 8,225시간과 2,658사이클이었다.

이 엔진들은 정격추력이 68,000lbs인 PW4168 기본형식에 기술개선지시

(SB) PW4G-100-72-220 추력향상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정격추력을 600lbs

향상시킨 엔진이다. 이 엔진들은 인가된 아시아나항공 정비프로그램에 따

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16) 등록증명서 번호 2014-068

17) 감항증명서 번호 IS13022 (2013. 7. 15. 발행)

18) 지정번호 ISOL13022 (2013. 7. 15. 발행)

19) 증명번호 KNC828200 (2013. 7. 15. 발행)

20) “A” 점검주기 : 800시간 주기
21) “C” 점검주기 : 24개월 또는 10,000시간

22) 1번 엔진 일련번호: P735128, 2번 엔진 일련번호: P73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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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엔진의 오일펌프와 금속탐지기

HL8282에 장착된 엔진에는 1개의 오일펌프23)가 있으며, 오일펌프에는 

4개의 자석식 금속탐지기24)(이하 “금속탐지기”라 한다.)가 장착되어 있다.

준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수행한 오일계통에 대한 정기점검은 2015년 6월 

4일에 실시되었으며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1.6.4 엔진의 연료펌프와 연료노즐

HL8282에 장착된 엔진에는 1개의 연료펌프가 있으며, 연료펌프에서 승

압된 연료는 24개의 연료노즐25)을 통하여 연소실내로 분무된다. 아시아나

항공은 연료노즐을 포함한 연료계통을 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있었

으며, 준사고 전일 수행한 점검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은 없었다.

1.6.5 중량 및 평형

HL8282의 중량과 평형 정보는 [표 1]과 같으며 이륙과 착륙 시 무게중

심은 허용범위 내에 있었으나 착륙 시 중량은 최대착륙중량을 초과한 상

태였다.

                             

23) 오일펌프의 부품번호는 764224B, 부품일련번호는 CNMUAJ2916으로써 엔진의 사용시간과 동

일하며 운용 중 문제는 없었다.

24) 자석식 금속탐지기(MCD: Magnetic Chip Detector)

25) 연료노즐의 부품번호는 51J345, 부품일련번호는 연료노즐별로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사용시간

은 엔진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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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량 및 
무게중심

구분 허용범위

무연료중량 316,296 lbs 최대무연료중량 381,400 lbs
탑재연료 165,601 lbs

이륙 시 
중량 481,897 lbs 최대이륙중량 483,600 lbs

무게중심
27.3

C.G.%MAC

이륙시 무게중심 
허용범위

18.8~36.5

C.G.%MAC
소모연료 15,777 lbs

착륙 시
중량 466,120 lbs 최대착륙중량 407,856 lbs

무게중심
26.4

C.G.%MAC

착륙시 무게중심 
허용범위

18.0~36.6

C.G.%MAC

  

                        [표 1] HL8282의 중량과 평형

  

1.7 기상 정보

해당 없음

1.8 항행안전시설

해당 없음

1.9 통신

해당 없음

1.10 비행장 정보

해당 없음

1.11 비행기록장치

HL8282에 장착된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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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HL8282에 장착되었던 FDR과 CVR

1.11.1 조종실음성기록장치

조종실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는 조종사 및 부조

종사의 헤드세트마이크, 제2 부조종사 헤드세트마이크 그리고 조종실 구

역 마이크를 통하여 입력되는 발생음을 디지털방식으로 IC메모리에 기록

한다. 기록된 2시간 길이의 4개 채널 음성자료를 각각 구분하여 파일로 

인출하였다.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는 07:21:51(UTC) 부터 회항하여 인천공항에 착륙 

이후 09:26:04(UTC)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운항승무원들이 2번 엔진의 화

재감지 신호를 확인한 시각은 08:08:28(UTC)이다. 이 시각은 녹음이 시작

된 부분으로부터 약 46분 37초가 경과된 시점이었다. 조종실음성기록장치

의 제작사 및 제원은 아래와 같다.

○ 제작사: 미국 L3-Communications사

○ 품명: FA2100 CVR (Solid State CVR)

○ 물품번호: 2100-1026-02

○ 일련번호: 000874119

○ 최대충격: 3400G

○ 화재 시 온도 한계: 최대 섭씨 1100도(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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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비행자료기록장치 

비행자료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에는 약 26시간 동안의 

자료가 기록되어 있었으며 이번 비행은 FDR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었

다. 비행자료기록장치의 제작사 및 제원은 아래와 같다.

○ 제작사: 미국 L3-Communications사

○ 품명: FA2100 FDR (Solid State FDR)

○ 물품번호: 2100-4045-00

○ 일련번호: 000870958

○ 최대충격: 3400G

○ 화재 시 온도 한계: 최대 섭씨 1100도(60분)

1.12 잔해와 충격정보

화재 손상을 입었거나 그을음에 오염된 오일펌프, 연료노즐, 엔진시동기 

등을 확인하였다.

1.12.1 오일펌프

오일펌프의 하단부에 장착된 4개의 금속탐지기 주변은 화재로 인해 [그

림 5]와 같이 손상되었고 검게 그을려 있었다. 금속탐지기 4개 중 앞쪽 3

개는 화재로 손상되어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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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오일펌프의 금속탐지기 

1.12.2 연료노즐

연료펌프에서 승압된 연료를 연소실에 분사하는 연료노즐 24개에 대한 

연료누설여부를 육안검사 결과, [그림 6]과 같이 엔진 6시30분 방향에 장

착된 14번 연료노즐에서 연료공급 매니폴드와 B-너트 부위의 앞쪽 방향에 

그을음 및 탄화물이 퇴적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23개의 연

료노즐에서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6] 그을린 14번 연료노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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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엔진시동기  

엔진시동기와 엔진시동기에 연결된 압축공기 연결관은 [그림 7]과 같이 

검은 그을음이 전체적으로 덮여 있었으며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더 심하

게 오염되어 있었다. 엔진시동기의 금속탐지기와 오일 주입 플러그도 검

은 그을음으로 오염되어 있었으며 엔진시동기 안에는 오일이 전혀 남아있

지 않았다.

[그림 7] 엔진시동기 열 손상

1.13 의학 및 병리학적 정보

해당사항 없음

1.14 화재

엔진 외부의 조사 결과 엔진의 화재 손상은 주로 연료노즐 주변에서부

터 드레인 마스트까지 엔진 아랫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화재와 그을음의 

진행방향은 14번 연료노즐과 엔진시동기에서 시작되어 점점 좌우로 확산

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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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생존 분야

해당사항 없음

1.16 시험 및 연구

1.16.1 엔진분해 조사

위원회의 엔진조사관, 엔진제작사의 사고조사담당자, 아시아나항공의 

엔지니어가 합동으로 이글서비스아시아26)에서 HL8282에 장착된 2번 엔진

의 오일누설 원인과 발화 원인을 찾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2번 엔진의 화재로 인한 손상은 주로 연료노즐 주변에서부터 드레인 

마스트까지 엔진 아랫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화재와 그을음의 진행방향

은 14번 연료노즐과 엔진시동기에서 발화되어 점점 좌우로 확산되는 형태

로 나타났다.

엔진 화재에 관한 외부 조사는 해당 엔진 수리회사인 이글서비스아시

아에서 제작사와 합동으로 실시하였고, 연료노즐과 엔진시동기에 대한 검

사는 해당 부품 제작사27)에서 실시하였다.

1.16.2 오일펌프의 금속탐지기 손상시험

1.16.2.1 오일펌프의 구성

엔진 오일펌프는 오일탱크로부터 엔진의 각 부위에 일정한 압력으로 

오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압력펌프와 윤활과정을 거친 오일을 오일탱

26) 이글서비스아시아(Eagle Service Asia) : 싱가폴에 있는 엔진 수리회사로 HL8282에 사용 중인 프랫

트앤드휘트니사 엔진을 수리해 오고 있음.

27) 엔진시동기는 제작사인 미국 코네티컷 주 소재 해밀턴 선드스트랜드사에서 조사하였으며, 연료노

즐은 프랫트앤드휘트니사에서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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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돌려보내는 배유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배유펌프에는 배유되는 오일 

속에 포함된 금속 입자나 파편을 검출하여 엔진 내부에서 구동되는 각종 

베어링 또는 구동기어 등의 손상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금속탐지기가 장착

되어 있다.

1.16.2.2 배유펌프의 금속탐지기

배유펌프에 장착되어 있는 금속탐지기는 [그림 8]과 같이 금속탐지침

(Magnetic Probe)과 체크밸브(Valve Body)로 구성되어 있다.

금속탐지침은 엔진 내에서 순환되는 오일에 포함된 금속 입자나 파편

을 검출하는 역할을 한다. 체크밸브는 오일 상태점검을 위해 금속탐지기

에서 금속탐지침을 빼낼 때 오일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프링의 인장력을 

이용하여 오일통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8] 금속탐지기

1.16.2.3 금속탐지침 분리된 형태

금속탐지기는 손잡이와 금속탐지침이 [그림 9]의 우측과 같이 일체형으

로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회 조사관이 조사를 위해 HL8282 엔진에 남아

있던 맨 뒤쪽의 금속탐지기를 빼낼 때 손잡이가 금속탐지침에서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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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왼쪽 아래와 같이 분리되었다.

[그림 9] 오일펌프의 금속탐지기

1.16.2.4 금속탐지기의 열 손상 시험

금속탐지기가 화재로 인해 오일펌프로부터 이탈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

기 위하여 위원회 분석실에 있는 전기로28)를 이용하여 동일 모델의 금속

탐지기를 가열시키는 방식으로 열 손상시험을 실시하였고 변화 형태를 조

사하였다.

열 손상 시험은 먼저 전기로를 상온에서 100℃까지 가열한 후 상온으

로 냉각시켜 금속탐지기의 변화된 상태를 확인하였다. 다시 전기로를 상

온에서 200℃까지 가열한 후 상온으로 냉각시켜 금속탐지기의 변화된 상

태를 확인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최고온도를 100℃씩 증가시키면서 600℃

까지 반복하였다.

28) 전기에너지를 이용하여 가열하는 노(爐)로서 실험실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열장치이며 위원

회는 1200℃까지 가열 가능한 저항로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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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손상 시험결과에 의하면 전기로를 500℃까지 가열하였을 때에는 금

속탐지기에 형태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600℃까지 가열 후 확인한 결과 

[그림 10]과 같은 열손상이 나타났다. 금속탐지기에 이러한 열손상이 나타

난 결과를 통해 위원회는 HL8282 오일펌프의 금속탐지기가 화재로 녹아 

이탈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가열 온도에 따른 금속탐지침의 변화 형태 

1.16.3 연료노즐의 발화 조사

연료노즐의 외부에서 발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화염에 의해 손상

되고 그을음이 심하게 덮여있던 연료노즐을 조사하였다.

1.16.3.1 연료노즐

연료는 연료펌프에 의해 승압되어 연료분배밸브를 통하여 8개의 연료

공급 매니폴드로 분배되고, 각각의 연료공급 매니폴드 끝에 연결된 3개의 

연료노즐을 통해 연소실 안으로 분사된다.

연료노즐은 각 엔진에 총 24개가 장착되어 있으며, 엔진 뒤쪽에서 볼 

때 [그림 11]과 같이 12시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1번부터 24번까지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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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번호가 부여되며, 14번 연료노즐은 06시30분 방향에 장착되어 있

다.

[그림 11] 연료노즐과 연료공급 매니폴드

1.16.3.2 연료노즐 장착상태 검사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29일 HL8282의 2번 엔진에 제작사 기술개

선지시(SB) PW4G-100-A73-44를 수행하였다. 이 정비개선회보는 B-너트의 

토크 값을 기존의 185~200 inch-pounds에서 250~270 inch-pounds로 증가

시켜 B-너트의 풀림으로 인한 연료누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연료노즐에서의 연료 누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글서비스아시아에서 

오장착 또는 풀림 등 장착상태를 검사하였다. 검사는 연료노즐과 연료공

급 매니폴드를 연결하는 B-너트를 조이는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서 각각의 

B-너트에 대한 토크 값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측정결과는 

[표 2]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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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B-너트에서 측정된 토크 값이 기준치를 벗어난 것도 있지만 연료

가 누설될 정도의 풀림현상은 없었다. 즉 B-너트의 풀림에 의한 연료누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치 토크값 위치 토크값 위치 토크값 위치 토크값
1 300 7 300 13 360 19 300
2 300 8 300 14 380 20 280
3 220 9 300 15 400 21 340
4 400 10 320 16 420 22 300
5 220 11 400 17 340 23 300
6 300 12 380 18 240 24 340

[표 2] 연료노즐 B-너트 토크 측정값

1.16.3.3 연료노즐 누설검사

연료노즐의 결함에 의한 연료 누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글서비스아

시아에서 엔진매뉴얼의 절차에 따라 24개의 모든 연료노즐의 누설검사를 

실시하였다.

연료노즐이 장착된 상태에서 디퓨저 및 연소실내의 압력축적을 위해서  

엔진의 터빈가스 배출구를 밀폐시킨 후 연료 누설 의심부위에 비눗물을 

바른 후 연료분배밸브를 통해 100PSI의 공기압을 주입하면서 누설여부를 

검사하였다. 검사결과 24개의 연료노즐 중에 14번 연료노즐(일련번호 

CGGUA32709)의 장착부위에서 [그림 12]와 같이 비눗방울이 나타났다. 이 

누설검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모든 검사결과 동일한 부위에서 동일한 형

태의 비눗방울이 나타났다. 이는 고압의 연료가 분무될 경우 해당 부위에

서 연료의 누설이 발생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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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4번 연료노즐의 연료 누설 상태

1.16.3.4 연료노즐 형광침투탐상검사

비눗방울 누설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14번 연료노즐을 엔진에서 장탈

하여 형광침투탐상검사29)를 추가로 수행한 결과, 연료노즐의 써포트플랜

지와 인렛피팅사이의 접합부분에서 [그림 13]과 같이 균열이 확인되었다.

[그림 13] 연료노즐에 대한 형광침투탐상검사

29) 형광침투탐상검사: 형광성분을 포함한 침투액을 결함이 예상되는 부위에 침투시킨 후 표면에 남아

있는 침투액을 제거하고 자외선을 쬐며 결함 지시모양을 황록색으로 발광시켜 손상부위를 검출하

는 비파괴검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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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엔진시동기 조사

엔진외부 점검 시 화재에 심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된 엔진시동기에

서의 발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엔진시동기를 해밀턴 선드스트랜

드사30)에서 [그림 14]와 같이 분해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14] 엔진시동기

엔진시동기의 분해검사 결과, 내부의 금속부품31)은 그을음에 의한 오염

을 제외하고는 기계적인 결함이 없었다. 엔진시동기 내부에는 오일이 모

두 없어지고 탄화된 오일 흔적이 있었으나 발화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엔진시동기의 인렛하우징 고무라이너(Rubber Liner)32)는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고 이로 인해 시동기 내부가 [그림 15]와 같이 검은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다.

이는 엔진시동기 내부에서 발화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열에 엔진시동

기가 노출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엔진시동기 제작을 

위한 품질평가 사항 중의 하나인 화재시험의 결과33)와 매우 유사하였다.

30) 해밀턴 선드스트랜드(Hamilton Sundstrand) 사 : 미국 Connecticut주에 소재하고 있는 엔진시동기 

제작사
31) 기어열(Gear Train), 기어케이지(Gear Cage) 및 트랜스미션하우징(Transmission Housing)등 엔진시

동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

32) 엔진시동기 내부의 밀폐를 유지하기 위해 케이스사이에 장착하고 있는 고무패킹의 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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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검게 그을린 엔진시동기 내부

1.17 조직 및 관리정보

해당사항 없음

1.18 추가 정보

1.18.1. 예방안전조치(Safety Action Taken)

1.18.1.1 프랫트앤드휘트니사

프랫트앤드휘트니사는 엔진의 연료노즐로부터 연료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비개선회보를 발행하였다.

◾ SB PW4G-100-A73-44(OCT 10, 2014)

조사결과 연료누설은 Talon IIB 연소실을 장착한 엔진의 연료노즐과 연료

공급 매니폴드 사이 B-Nut 부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료누설을 

33) 화재시험결과: 오일의 증발/배출, 고무라이너의 소실, 시동기 내부의 심한 그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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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해 연료 노즐과 연료공급 매니폴드 사이 B-Nut 토크를 

185-200lb-in 에서 250-270lb-in로 증가시킴

◾ SB PW4G-100-A73-45(FEB 1, 2016)

추가조사 결과 연료 누설은 연료노즐의 서포트플랜지와 인렛피팅 사이에 

적용된 브레이즈 부위 균열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어 새로운 설계에 

의해 제작된 연료노즐을 장착하지 전까지 매 A-Check시 연료노즐에 대한 육

안 반복점검 수행 및 엔진수리시 기존의 연료노즐을 미사용(zero-timed) 연료

노즐로 교환 

◾ SB PW4G-100-A73-47(MAR 10, 2017)

브레이즈 부위의 균열에 의한 연료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인렛피팅을 연료

노즐과 일체화하여 단조방식으로 제작한 개선된 연료노즐을 2019년 4월 1일 

이내에 장착

1.18.1.2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엔진의 연료노즐로부터 연료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엔진제

작사에서 발행한 정비개선회보를 아래와 같이 진행 중에 있다.

◾ SB PW4G-100-A73-44 :　수행 완료 (2014.10.20~2015.9.24)

◾ SB PW4G-100-A73-45 :　수행 중 (2016.2.25~지속수행중)

◾ SB PW4G-100-A73-47 : 35엔진 중 28대 수행완료(2018년 7월 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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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2.1 일반사항

오일의 누설, 화재원인 및 화재발생 시점 등을 위원회의 분석실과 제작

사의 분석실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분석하였다.

◾ 오일펌프의 금속탐지기에 대한 열손상

◾ 연료노즐의 연료누설 경로

◾ 엔진시동기의 발화가능성

◾ 화재의 발생시점과 지속시간

2.2 오일펌프 금속탐지기의 열 손상 분석

위원회는 HL8282의 엔진 카울 내부에서 수거한 금속탐지기의 열 손상

에 대해 위원회 자체 분석실에서 SEM34) 및 EDS35) 장비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SEM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수거한 금속탐지기 조각

에서 열에 녹아 흘러내린 조직이 [그림 16]과 같이 관찰되었다. 이는 금속

탐지기의 손잡이 부분이 열에 녹아 강도가 약해진 상태에서 체크밸브 스

프링에 의해 힘이 가해지는 방향으로 파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3개

의 금속탐지기는 열에 의해 손상되어 오일펌프로부터 이탈되었다고 분석

되었다.

오일펌프의 금속탐지기는 심하게 손상되고 오일펌프에서 이탈되었지만 

화재 유발 원인이 없었으므로 발화원인에서 제외하였다.

34)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전자총으로부터 방출된 전자빔이 시편에 주사되면서 이차적으

로 발생되는 다양한 전자를 이용하여 시료 표면의 미세조직을 관찰하는 장비

35) EDS(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 : 가속된 전자빔에 의해서 방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X-Ray를 검출하여 시료의 화학적 성분과 양을 분석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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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수거된 금속탐지기 조각 및 SEM의 파단면 관찰

금속탐지기 열 손상 시험 결과36)에 따라 금속탐지기의 손잡이 부분이 

화재에 의해 손상되고, 금속탐지기 내부에 있는 체크밸브는 스프링의 힘

에 의해 몸체(Valve Body)로부터 이탈되었고, 체크밸브가 빠진 구멍을 통

해 오일이 빠져나갔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열 손상 시험 결과에서 확인된 금속탐지기의 손상 모양과 HL8282의 

엔진 카울 내부에서 수거된 금속탐지기에서 녹아떨어진 조각의 형태는 

[그림 17]과 같이 매우 유사하였다.

36) 1.16.2.4 금속탐지기 열손상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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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변형 시험에서 확인된 금속탐지기 수거된 금속탐지기에서 녹아떨어진 조각

[그림 17] 금속탐지기의 열 손상 결과 및 수거된 금속탐지기 조각

EDS 장비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금속탐지기 손잡이의 손상

된 파단면과 완전히 용융된 표면에서 탄소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금

속탐지기 내에 있던 엔진오일이 체크밸브가 빠진 구멍으로 흘러나와 금속

탐지기의 용융된 부위에 묻어 있던 것이 연소된 흔적으로 분석된다.

2.3 연료노즐 균열 분석

누설검사와 형광침투탐상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14번 연료노즐을 제

작사인 프랫트앤드휘트니사에 발송하여 실시한 광학현미경 검사에 따르면 

써포트플랜지와 인렛피팅 사이에 적용된 브레이즈37) 조인트에서 원형의 

접합부분을 따라 [그림 18]과 같이 원주의 약 60%정도가 균열된 것이 확

인38)되었다.

37) 브레이즈(braze):　모재(Base Metal)의 용융점(Melting Point)이하에서 모재는 녹이지 않고 용가재

(Filler Metal)에 열을 가하여 두 모재를 접합하는 기술이다. 본 연료노즐의 써포트플랜지와 인렛피

팅 사이의 브레이즈에는 금과 니켈의 합금이 용가재로 사용되었다.

38) Metallurgical Investigation of Asiana Airlines PW4168 Engine No.735130(Dec. 22.

2015)



분석 항공기준사고조사보고서

- 28 -

[그림 18] 연료노즐 브레이즈 균열부분

2.3.1 가용접 및 브레이즈 접합부

연료노즐을 절단하여 균열부분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 따르면 써포트

플랜지와 인렛피팅 사이에 용가제39)가 채워져 있지만 접합부분의 주위가 

[그림 19]와 같이 전체적으로 움푹 들어간 것(Sunken Fillet)을 볼 수 있었

다.

써포트플랜지와 인렛피팅 사이의 균열의 궤적은 두 군데의 레이저 가

용접40) 부위를 통과하고 있었다. 또한 브레이즈 접합부분의 양쪽 결합면

에 있는 균열부위 일부는 어두운 색으로 변색되어 있었다. 이 변색은 열

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엔진화재 시 열에 노출되었음을 나

타내고 있다.

39) 융용 용접으로 접합하고자 하는 두 금속 재료의 접합부를 국부적으로 가열 융용하여 이것에 대개의 

경우 제 3의 금속을 융용 첨가하여 융합시켜 국부적으로 주조 작업할 때 사용하는 제3의 재료이다.

40) 가용접(tack weld): 인렛피팅을 써포트플랜지에 브레이즈를 이용하여 접합할 때 작업의 용이성을 

목적으로 두 개의 부품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레이저를 이용하여 임시로 용접한 부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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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9] 가용접 부분과 브레이즈 균열

두 군데의 레이저 가용접 부위 중에 깊은 쪽 가용접(최대깊이 0.011

inch) 부위를 SEM 분석 결과에 의하면 균열 원점에는 [그림 20]과 같이 

거친 줄무늬가 나타나고 이것이 중간까지 진행되었다가 끝부분에서 균열

이 일어났다.

균열의 간격은 0.0000276inch 정도로 측정되었으며 관찰된 줄무늬는 열

기계 피로41)에 의한 균열이라고 할 수 있는 저사이클 피로42) 형태를 보이

고 있다.

41) 열기계 피로(TMF: Thermal Mechanical Fatigue): 저사이클 피로(Low Cycle Fatigue)의 한 가지 형태
로써 주로 고온부에서 사용되는 부품에서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해 발생된다. 부품내의 급격한 온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열적 신장 및 응력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를 말함.

42) 저사이클 피로(LCF: Low Cycle Fatigue): 낮은 사이클에서 반복 변형 혹은 반복 응력에 의해서 생기
는 피로파괴를 저사이클 피로라고 말함. 용접의 결함이나 노치의 유무 등이 저사이클 피로에 영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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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균열 된 브레이즈 접합부의 인렛 핏팅면 SEM 사진

2.3.2 연료노즐의 브레이즈 품질 분석

설계도면의 품질요구 조건에 의하면 연료노즐의 브레이즈 커버리지

(Coverage)는 접합면의 80%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연료노즐

에서 발견된 균열이 있는 접합면의 브레이즈 커버리지는 65%정도로 파악

되어 브레이즈의 품질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접합면의 브레이즈에서 [그림 21]과 같이 불규칙하고 많은 미세한 

균열이 발견되었다. 이 균열은 브레이즈의 전형적인 열기계 피로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연료노즐의 브레이즈 공정중에 적용된 레이저 가용접 부위

에서 발생된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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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료노즐 접합면의 균열

2.3.3 연료노즐 검사에 대한 분석결과

연료노즐에 대한 누설검사, 형광침투탐상검사, 광학현미경검사 결과에 

의하면 연료노즐의 써포트플랜지와 인넷피팅 사이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

지 못한 브레이즈는 접착면의 균열을 초래하였으며, 이러한 균열을 통해 

고압의 연료가 누설되어 엔진의 고온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4 엔진시동기 검사 및 분석

엔진시동기를 분해하여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엔진시동기 내부의 금속 

부품 대부분은 그을음에 의한 오염을 제외하고는 기계적인 결함이 없었

다. 엔진시동기 내부에는 오일이 증발되어 사라진 상태로 탄화된 오일의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발화의 흔적은 없었다. 엔진시동기의 인렛하우징 고

무라이너는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고 이로 인해 엔진시동기 내부가 검은 

그을음으로 덮여 있었다.

엔진시동기 내부가 검은 그을음으로 덮여있는 것은 화재가 엔진시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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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서 발화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화재에 엔진시동기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엔진시동기는 외부의 화재에 의해 내부에 장착되어 있던 

고무재질의 부품들이 타면서 발생한 그을음으로 심하게 오염되었으나 손

상된 흔적은 없었으며 발화원인은 없었다.

2.5 엔진 화재원인 분석

화재로 심하게 손상되고 오염된 오일펌프, 엔진시동기 및 연료노즐 등

에 대해 발화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오일펌프는 화재로 인해 본체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내부의 엔진오일은 

모두 빠져나간 상태였지만 화재 유발요인이 없었으므로 발화원인에서 제

외하였다.

엔진시동기는 외부의 화재에 의해 장착된 고무제품들이 녹으면서 내부

가 심한 그을음으로 오염되었으나 부품들은 손상된 흔적이 없었으며 발화

의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엔진에 장착된 24개의 연료노즐 중에서 6시30분 방향에 있는 14번 연

료노즐에서 연료가 누설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14번 연료노즐에 대한 형

광침투탐상검사 결과, 써포트플랜지와 인렛피팅 접합 부위에서 균열이 발

견되었다.

이 균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에 의하면 연료노즐 제작 시에 써포트 

플랜지와 인렛 피팅 접합에 적용된 브레이즈의 품질이 기준치에 미달하여 

열기계 피로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브레이즈 공정 중에 적용

된 레이저 가용접 부위에 피로의 누적에 의해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HL8282의 엔진 화재는 써포트플랜지와 인렛피팅 접합에 적용

된 부실한 브레이즈 공정으로 제작된 14번 연료노즐에 피로가 누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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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이 발생하였고, HL8282의 엔진 화재는 이 균열 부분으로 누설된 연

료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2.6 비행자료기록장치 엔진자료 분석

2.6.1 파라미터 수치변환

본 보고서의 데이터에 사용된 수치 변환은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

사 기술문서 "Flight Data Recording Parameter Library" A330 Long

Range(Rev. 11)을 기반으로 작업하였다. 수치 값의 부호는 항공기가 상

승, 우선회가 되는 방향이 양의 값이 되도록 변환했다. 제작사의 수치 값

의 부호가 문서와 다를 경우에도 이 원칙에 맞도록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2.6.2 비행자료기록장치 분석

HL8282의 비행자료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공기 이륙 

활주로부터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여 정지할 때까지의 약 1시간 1분에 대한 

관련 파라미터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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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비행자료기록장치 데이터

○ 1번 엔진과 조종면 등은 조종사의 조치에 적절히 반응하였으며 특이점

은 발견되지 않았다.

○ 08:08:24(UTC) 2번 엔진의 화재 경고 메시지가 시현되었다가 6초 후

에 사라졌다. 메시지가 나타난 시각은 이륙 후 3분11초이며 이륙지점

으로부터 약 12.5km이었다. 당시 항공기 속도는 205노트, 실제고도는 

3,968피트이었다.

○ 08:08:26(UTC) 기장과 부기장의 “Master Caution” 표시등이 약 1~2초

간 시현되었으며 “Master Warning” 표시등도 1초간 시현된 후 사라졌

다.

○ 08:33:15(UTC) 2번 엔진의 오일압력 신호가 “LOW”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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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33:46(UTC) 2번 엔진 주 스위치가 꺼졌다. 이때의 고도는 27,200피

트, 속도는 259노트이었다.

○ 09:04:57(UTC) 활주로에 접지하였다. 이때 지상속도는 159노트이었으

며 항공기 중량은 466,120 lbs였다. 화재 발생으로부터 56분 33초 경과

시점이다.

2.7 ‘화재 발생’ 경고메시지가 6초간 시현 후 사라진 원인 분석

HL8282의 비행자료기록장치의 자료에 의하면 2번 엔진 ‘화재 발생’ 경

고메시지는 HL8282 상승 중 ECAM에 6초간 시현된 후 사라졌고, 엔진 

화재로 엔진의 많은 부품이 손상되었으나 추가적인 경고 또는 주의 메시

지는 없었다.

짧은 시간 동안 화재 발생을 감지한 화재감지기는 엔진의 우측 카울 

내부에 장착되어 있었으며, [그림 23]와 같이 화재감지기의 일부만이 화

재에 노출되어 변색되었고 엔진 카울 아랫부분은 화재로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항공기가 이륙 중 엔진의 고출력시 고압의 연료가 14번 

연료노즐의 균열된 부위를 통해 다량으로 누설되어 화염이 발생되었으며 

이 때 발생된 화염이 엔진 카울의 화재감지기 부위까지 도달하여 ‘화재발

생’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륙 후에 엔진 추력이 줄어들고 누설된 연료도 줄어듦에 따라 화염의 

크기도 같이 줄어들어 화염감지기까지는 도달하지 않지만 엔진 카울 하부

는 누설되는 연료로 인해 화재가 지속되어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추

정된다.

누설된 연료는 14번 연료노즐 하부에 위치한 오일펌프 외부를 따라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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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엔진 카울의 아랫부분(6시방향)으로 흘러내린 것으로 보인다.

연료가 흘러내리면서 바로 아랫부분에 있는 오일펌프와 엔진시동기가 

화재에 의해 손상을 입었으며 엔진 카울의 아랫부분까지 흘러내린 연료는 

카울의 하단부를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3] 엔진 카울 내부에 장착된 화재감지기

엔진에 화재가 발생되었음에도 화재경보가 일시적으로만 작동하고 추

가적인 경고 또는 주의 메시지가 없었던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엔진의 코어부분43) 냉각을 위해 외부에서 유입된 공기(Fan Air)는 [그림 

24]와 같이 엔진의 윗부분으로 공급되어 엔진의 고온부위를 전체적으로 

냉각시킨다. 냉각을 마친 공기는 엔진의 외부공기와의 압력 차이에 의해 

엔진 카울의 아랫부분에 있는 벤트 홀을 통해 외부로 방출된다. 이 방출

되는 냉각공기는 엔진 카울 내부에서 하향된다.

43) 엔진의 중앙부분으로 고압압축기, 연소실, 및 고압터빈부분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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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향성 냉각공기가 엔진의 아랫부분에 화재가 지속되었음에도 화염

이 엔진 카울 내부 위쪽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역할을 한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A330(PW4168)기종은 화재감지기가 엔진의 

6시 방향 부근에 설치 되어있지 않았다.

이륙 시(엔진 고출력 시) 연료량이 많이 누설되는 상태에서 발생된 화

염이 화재감지기까지 도달되어 약 6초간 화재경고를 유발시켰다. 그러나 

엔진추력이 감소되면서 연료누설량이 줄어들고 또한 고도상승에 의해 산

소량이 희박해 짐에 따라 약화된 상태의 화염은 엔진내부의 하향성 공기

흐름에 의해 A330(PW4168)기종의 화재감지기 위치까지 도달되지 못한 것

으로 추정된다.

약화된 상태로 화재가 지속되어 엔진 및 엔진카울이 화손을 입는 과정

에서도 화재가 감지되지 않아 운항승무원들은 정상으로 판단하여 오일펌

프의 금속탐지기가 녹아 엔진오일이 고갈될 때까지 비행을 계속하였다.

[그림 24] 엔진 카울 내부의 냉각공기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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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화재 지속시간 분석

[그림 25]와 같이 HL8282의 비행자료기록장치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화재 지속시간을 추정하였다.

이 자료는 비행 고도, 엔진의 화재경고, EPR44), 오일량, 오일압력, 오일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청색화살표는 1번(좌측) 엔진, 적색화살

표는 2번(우측) 엔진 자료이다.

1번 엔진보다 61초 늦게 시동45)된 2번 엔진의 오일 온도는 2번 엔진 

시동 후 서서히 상승하여 이륙 전에 1번 엔진의 오일 온도와 동일하게 되

었다. HL8282가 08:06:12 이륙하여 08:07:04부터 08:38:15까지 2번 엔진의 

오일 온도가 1번 엔진보다 약 10~18℃ 높게 지시46)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쪽 엔진의 오일온도가 다른 쪽 엔진의 오일온도보다 높

게 지시하는 이유는 오일 온도계기의 오작동, 오일량 감소 또는 비정상적

인 열이 발생하는 경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HL8282의 2번 엔진의 오일 온도계기는 정상이었으며 오일이 누설되기 

전까지는 오일량의 변동도 없었다. 그러므로 2번 엔진의 오일 온도가 1번 

엔진에 비해 높게 지시된 이유는 연료노즐에서 누설된 연료에 의해 발생

된 화재가 오일펌프를 계속해서 가열하여 오일 온도를 상승시켰다고 추정

된다.

44) EPR(Engine Pressure Ratio) :엔진 터빈출구의 배출공기압력을 엔진입구의 유입공기압력으로 나눈 

값(P4.95/P2)으로 엔진의 추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됨

45) 비행자료기록장치에 따르면 1번 엔진은 07:52:54(UTC)에 2번 엔진은 07:53:55(UTC)에 시동되었다.

46) 항공기 상숭 중 1번엔진 오일온도: 111~119℃, 2번엔진 오일온도:12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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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화재 지속시간의 비행자료기록장치 자료

HL8282의 2번 엔진의 오일 온도가 높게 지시된 사유를 근거로 엔진의 

화재 지속시간을 추정하면 2번 엔진의 오일 온도 상승이 1번 엔진의 오일 

온도 상승에 비해 높아지기 시작하는 항공기 이륙(08:06:12 UTC)전 일정

시간 이전부터 엔진이 정지(08:33:46 UTC)된 후 일정시간 이후까지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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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조사결과

1. HL8282의 운항승무원들은 해당 비행에 적합한 항공종사자자격증명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2. HL8282는 항공법에 따라 유효한 항공기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운용

한계지정서,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무선국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3. HL8282는 2015.7.14. 17:05:13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운항하기 위

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하였다.

4. HL8282는 이륙 후 17:08:24 속도 205노트, 3,968피트에서 2번 엔진의 화

재경고 신호가 ECAM에 6초간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이후 모든 엔진계

기가 정상으로 지시하는 것을 확인한 운항승무원들은 목적지를 향하여 

비행을 지속하였다.

5. HL8282는 17:30:25경 고도 27,500피트에서 ECAM에 2번 엔진 오일량이 

‘0’을 지시하였으며 이어 엔진오일 압력이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17:33:15경 ‘2번 엔진 오일 압력 낮음’ 경고 메시지가 발생하여 17:33:46

경 엔진을 정지하였다.

6. HL8282는 인천공항으로 회항하여 18:04:57경 착륙중량 466,120lbs로 활

주로34에 과중량으로 착륙하였다.

7. 화재로 2번 엔진의 6시 방향에 장착된 오일펌프, 엔진시동기, 엔진카울 

등이 손상되었다. 오일펌프에 장착된 금속탐지기 4개 중 3개가 화재에 

의해 녹아 떨어져 나갔으며 이곳으로 엔진 오일이 유출되어 ‘2번 엔진 

오일 압력 낮음’ 경고 메시지가 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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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발화원인을 조사한 결과 2번 엔진의 6시30분 방향에 위치한 14번 연료

노즐의 써포트플랜지와 인렛피팅 접합 부위에서 균열이 확인되었다. 이 

균열은 제작시 부실한 브레이즈 공정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이 균열을 

통해 연료가 누설되어 화재가 발생되었다.

9. 이륙시 엔진추력이 높아 연료 누설량이 많을 때 발생된 화염은 화재감

지기까지 도달되어 약 6초간 화재발생이 경보된 후 사라졌다. 그러나  

상승출력 상태로 엔진추력이 감소되고 고도가 증가되면서 약화된 화염

은 엔진하부에서 지속되었으나 엔진하부의 하향성 공기흐름으로 

A330(PW4168)기종의 화재감지기 위치까지 도달되지 못 한 것으로 추정된다.

10. 상승단계에서 약화된 상태로 지속된 화재가 경보되지 않아 HL8282의 

운항승무원들은 화재가 엔진하부에서 발생하여 지속되고 있음을 인지

하지 못하고 정상으로 판단하여 오일펌프의 금속탐지기가 녹아 엔진오

일이 고갈될 때까지 목적지를 향하여 비행을 지속하게 되었다.

11. HL8282의 화재는 항공기 이륙(08:06:12 UTC)전 임의의 시간에 발생되

어 엔진이 정지(08:33:46 UTC)된 후 임의의 시간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

정된다.

3.2 원인

위원회는 2015년 7월 14일 인천국제공항 서쪽 약 220km 상공에서 발생

한 HL8282의 준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엔진의 연료노즐 접합부위의 균열로 연료가 누설되어 비행중 엔진의 

하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기여요인으로 연료노즐 제작 시 연료노즐의 써포트플랜지와 인렛피팅

을 접합하는 브레이즈의 공정상 문제로 균열이 발생한 것 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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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권고

2015년 7월 14일 인천공항 서쪽 약 220km 상공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

공 소속 항공기의 준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안전권

고를 발행한다.

4.1 프랫트앤드휘트니사에 대하여

1. 동 준사고와 관련하여 PW4168엔진의 연료노즐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AIR1506-1)

*프랫트앤드휘트니사는 SB PW4G-100-A73-47 발행하여 기 조치 완료 

4.2 에어버스사에 대하여

1. 엔진의 하부(6시 방향)에서 발생한 화재를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도

록 PW4168엔진을 장착한 A330기종의 화재감지기의 설치경로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AIR15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