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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공기 준사고 보고서는 대한민국「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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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절차와 분리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3.1항과 5.4.1항에는

“사고나 준사고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나 준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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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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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 사고조사 보고서의 해석에 있어서 한글판과 영문판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판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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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비상용 산소마스크 사용

ㅇ 항공기 운영자: 제주항공(주)

ㅇ 항공기 제작사: 보잉사

ㅇ 항공기 형식: B737-800

ㅇ 항공기 등록부호: HL8049

ㅇ 발생장소: 항로 비행 중(광주 남쪽 약 12NM 상공)

ㅇ 발생일시 : 2015년 12월 23일 07:14경(한국표준시각)1)

개 요

2015년 12월 23일 제주항공 101편, HL8049, B737-800 정기운송용 여객기가 

06:40경 김포국제공항을 이륙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비행 중 객실고도 조절 

실패로 인하여 07:14경 고도 10,000ft에서 비상용 산소마스크를 작동시키고 비

상선언 후 제주국제공항에 착륙하였다.

제주항공 101편에는 승무원을 포함하여 총 159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번 준사고로 인해 객실승무원 및 승객들이 이명, 구토 및 두통 증상을 호소

하였고 승객 중 3명이 코피를 흘렸으며, 항공기 피해는 없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이 준사고의 원인을 

비행 전에 엔진브리드스위치가off로 되어 있었음에도, 운항승무원들은 

비행전점검, 이륙후점검, 상승중점검을 연이어 세 차례 수행하면서 이를 확

인하지 못하는 등 점검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였고, 운항승무원들이 객실여압

계통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기내여압조절을 실패하였다 라고 결정한다.

기여요인으로 운항승무원들의 객실여압계통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기훈

련 부족 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준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제주항공(주)에 3건과 보잉사에 1건

의 안전권고를 발행하였다.

1) 이 보고서상의 모든 시간은 24시를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시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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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정보

1.1 비행 경위 

2015년 12월 23일 06:40경 제주항공 소속 101편, B737-800, HL8049, 정기운송

용 여객기(이하 “HL8049”라 한다)가 김포공항을 이륙하여 상승하던 중 고도 

13,317ft를 지나면서 객실기압고도경보음이 발생하여 운항승무원들이 고도 강

하 및 객실여압을 조절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계속되는 승객의 이명, 구토 및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승객용 비상용산소마스크를 작동시키고 07:14경 

비상상황을 선포한 후 07:36경 제주공항에 착륙하였으며, 세부 비행경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HL8049의 비행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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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승무원들은 항공기 시동 전에 비행전점검(Preflight check)을 실시하였

으나 항공기 객실에 공기를 공급하는 엔진브리드스위치2)가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6:42경 김포공항을 이륙하였다.

이륙 후 실시하는 점검(After take-off check)에서도 운항승무원들은 엔진브

리드 스위치가 꺼져있는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6:45경 고도 

10,000ft를 지나면서 실시한 상승중점검(Climb check)을 수행하면서도 엔진브

리드 스위치가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06:46:37경 HL8049는 계속 상승하여 고도 13,317ft를 지나면서 객실기압고

도경고음3)이 발생하였고, 기장은 즉시 항공기를 10,000ft로 강하하도록 조작하

였으며 항공기는 14,163ft까지 상승한 후 강하하였다. 기장은 고도를 강하하면서 

두 개의 엔진브리드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06:47:01경 엔진브리드 

스위치를 켰다.

06:49:15경 HL8049는 10,000ft에 도달하였고, 06:49:37경 부기장은 기장

의 지시에 따라 객실고도경고(Cabin ALT warning) 비상절차를 수행하여 객

실여압조절모드를 수동위치로 두고 공기배출밸브4)를 닫았다.

06:50:38경 HL8049의 객실기압고도경보등이 꺼졌으므로 조치했던 비상절차

를 해제하여야 하나, 계속적으로 객실여압조절모드를 수동위치로 하고 공기배

출밸브를 닫힌 상태로 유지함에 따라 객실기압은 가압되기 시작하였다.

06:55:16경 기장은 객실승무원에게 객실 내 상황을 물어보고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관제기관에는 객실여압 조절에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 정상운항 

중이고 객실고도 점검 후 상승하겠다고 교신하였으며, 회사 김포통제실에는 

객실고도가 정상으로 돌아와 이상이 없다고 하였다.

2) 엔진브리드스위치는 객실에 공기 공급을 위해 항상 켜진 상태이어야 한다.

3) 객실기압고도가 10,000ft를 초과하면 승무원에 알려주는 경고시스템

4) 공기조절밸브는 조종사가 객실여압조절모드를 항상 자동 위치에 두어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으나, 비  

상절차에 따르면 객실기압고도가 상승할 경우 기내에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수동으로 닫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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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57:35경 HL8049는 객실가압으로 인해 객실기압고도가 10,000ft 아래로 내

려가자 객실여압 계통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22,000ft로 상승

하기 시작하였다.

07:01:09경 18,966ft에서 기장은 객실사무장으로부터 승객들이 귀가 많이 아

프다는 연락을 받고 객실여압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다시 

10,000ft로 강하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원인이 공기배출밸브가 닫혀있기 때문

에 객실이 빠르게 가압되고 있어 승객들이 귀가 아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

고 반대로 객실여압이 떨어져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해하였다.

운항승무원들은 07:03:35경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신속참고철5)에 따라 

비상절차를 다시 수행하여 부기장과 수습부기장은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였고,

공기배출밸브가 닫혀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고도 10,000ft로 강하하였으나 객

실 기압 변화는 더욱 높아졌으며, 07:04:41경 객실사무장으로부터 승객들이 귀

가 너무 아파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재차 연락을 받았다.

07:05:39경 HL8049는 10,000ft에 도착하였으나 승객들이 계속 고통을 호소하

고 객실기압고도계가 갑자기 37,000ft를 지시하자, 07:06:20경 기장은 승객용 비

상용산소마스크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고, 관제기관에 8,000ft까지 강하를 요청하

여 07:09:53경 8000ft에 도착하였으며, 07:14:52경 객실여압계통 고장으로 인한 

비상착륙선언과 제주공항으로의 고속접근을 요청하였다.

07:21:15경 기장은 제주공항 주재정비사와 통화하여 객실고도가 25,000ft에 

있고, 공기배출밸브가 완전히 닫은 상태인데도 항공기 내외부 차압이 체한치를

초과6)하였고, 8,000ft로 강하하였으나 객실고도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에 주재정비사는 공기배출밸브가 완전히 열려있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으

5) 신속참고철(QRH: quick reference handbook) 조종사들이 비행 중 항상 지참해야하는 737기종의 비

상절차를 수록한 항공기 제작사 교범

6) 노란색 범위(yellow band): 항공기 내부와 외부의 압력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대치 8.9psi(red

marking)가 되면 항공기 구조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승객들에게도 신체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주  

어 고막이 파열되거나 심한 두통을 유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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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항승무원들은 공기배출밸브를 열면 객실고도 강하율이 급격히 올라간다

고 하였다. 주재정비사는 강하율이 급격히 올라가면 공기배출밸브를 급하게 

열지 말고 천천히 열도록 조언하였고, 07:25경부터 운항승무원들은 정비사의 

조언에 따라 객실고도 강하율을 확인하며 공기배출밸브를 천천히 열면서 제

주공항으로 접근하였다.

07:36:23경 HL8049는 착륙하였고 운항승무원들은 07:37경 공기배출밸브를 완

전히 열었으며, 07:39:47경 차압계기와 객실고도가 모두 “0”으로 떨어졌고 07:41

경 82번 탑승구에 도착하여 항공기 출입구를 개방하였다.

1.2 인명 피해 

HL8049에는 총 159명(승객 152명, 운항승무원 3명, 객실승무원 4명)이 탑승

하고 있었으며, 비정상적인 객실여압으로 인해 승객들이 이명, 구토 및 두통 증

상을 호소하였고 승객 중 3명7)이 코피를 흘려 착륙 후 제주공항의료진의 응

급처치를 받고 귀가하였다.

피해 정도 승무원 승객 기타
사 망 0 0 0

중 상 0 0 0

경 상 0 3 0

1.3 항공기 손상 

이 준사고로 인한 항공기의 손상은 없었다.

1.4 기타 손상 

이 준사고로 인한 기타 손상은 없었다.

7) 탑승 좌석번호: 26B, 30F, 3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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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적 정보

1.5.1 기장

기장(53세, 남)은 유효한 운송용조종사 자격증명8), B737 한정증명,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9), 항공무선통신사자격증10) 및 ICAO 영어구사능력 4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기장의 총 비행시간은 11,577시간 이었으며, 그 중 B737기종 비행시간이 

3,408시간이고 B737 기장으로는 3,299시간을 비행하였다. 기장은 최근 3개월 

동안 241시간, 최근 1개월 동안 66시간을 비행하였다.

기장은 2014년 12월 8일 제주항공에 입사하여 B737기종 기장교육을 시작하

여 2015년 2월 26일 노선심사비행에 합격한 후 기장으로서 비행하고 있다. 동

년 8월 13일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정기훈련을 받고 8월 14일 LOFT11) 평가

에 합격하였으며, 9월 19일 EDTO12)훈련을 받아 9월 20일 평가에 합격하였다.

기장의 준사고 발생 전 3일간 행적으로는 12월 20일은 15시부터 21시까지 

국내선(김포-제주-청주-제주-김포)구간을 비행하였다. 12월 21일은 오후에 국제

선(인천-후쿠오카-인천)구간을 비행하였다. 12월 22일은 휴무로 자택에서 휴식

하고 22시에 취침하였다. 기장은 비행 전 24시간 이내에 음주나 허가되지 않

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5.2 부기장

8) 자격번호 : 11-002426 (2014. 2. 4. 교부)

9) 발급번호 : 122-11156 (2016. 1. 31. 까지 유효)

10) 자격번호 : 99-34-1-0084(2011. 11. 27. 취득)

11) LOFT(Line operation flight training):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계통의 결함을 실제 상황처럼 

부여하고 모의비행장치를 활용하여 연습하는 훈련.

12) EDTO(회항시간연장운항: Extended diversion time operation): 고정익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시행 2016.11.18]에 따르면 쌍발 이상의 터빈엔진 비행기 운항 시 항로상 교체공항까지의 회항시간

이 운영국가가 수립한 기준시간(threshold time)보다 긴 경우에 적용하는 비행기 운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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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장(37세, 남)은 유효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13), B737 한정증명,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14),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15) 및 ICAO 영어구사능력 5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부기장의 총 비행시간은 465시간이었으며, 그 중 B737 기종으로 256시간을 

비행하였다. 부기장은 최근 3개월 동안 156시간, 최근 1개월 동안 43시간을 

비행하였다.

부기장은 2014년 12월 8일 제주항공에 입사하여 B737기종 부기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2015년 10월 13일 노선심사비행에 합격한 후 부기

장으로 비행하고 있다. 동년 11월 13일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정기훈련을 받

고 11월 14일 평가에 합격하였다.

부기장의 준사고 발생 전 3일간 행적으로는 12월 20일은 휴무로 자택에서 

휴식하였고 12월 21일은 7시부터 13시까지 국내선(김포-제주- 청주-제주-김포)

구간을 비행하고 퇴근하여 휴식하였다. 12월 22일은 오후에 회사에 출근하여 

14시부터 16시까지 안전회의에 참석 후 퇴근하여 21시경 취침하였다. 부기장

은 비행 전 24시간 이내에 음주나 허가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5.3 수습부기장

수습부기장16)(36세, 남)은 유효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17), B737 한정증명,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18),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19) 및 ICAO 영어구사능력 

4등급을 보유하고 있었다.

13) 자격번호 : 12-009264(2014. 4. 2. 교부)

14) 발급번호 : 122-13571(2016. 9. 30까지 유효)

15) 자격번호 : 10-34-1-0357(2010. 9. 7. 발급)

16) 수습부기장: 부기장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에 있는 학생조종사

17) 자격번호 : 12-009439(2014. 12. 1. 교부)

18) 발급번호 : 073-0322(2016. 5. 31까지 유효)

19) 자격번호 : 12-34-9-0029(2012. 8. 2.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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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부기장의 총 비행시간은 304시간이었으며, 그 중 B737 기종으로 23시

간을 비행하였다. 수습부기장은 최근 1개월 동안 23시간을 비행하였다.

수습부기장은 2015년 7월 1일 제주항공에 입사하여 B737기종 부기장이 되

기 위하여 학과교육을 이수하고 비행교육을 받고 있었으며 준사고 당일은 관

숙비행을 위하여 후방석에 탑승하였다.

수습부기장의 준사고 발생 전 3일간 행적으로는 12월 20일은 휴무로 자택

에서 휴식하였고 12월 21일은 오후에 4편의 관숙비행 후 퇴근하여 취침하였

다. 12월 22일은 휴무로 자택에서 휴식하였다. 수습부기장은 비행 전 24시간 

이내에 음주나 허가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6 항공기 정보 

1.6.1 항공기 일반정보

HL8049는 2008년 4월 미국 보잉사에서 제작20)되었고 제주항공이 2015년 

11월 13일 SMBC21)로부터 임차하여 대한민국에 등록22)하였으며, 유효한 감항

증명서23)를 보유하고 있었다.

HL8049의 총 비행시간은 25,496시간이며, 총 착륙횟수는 15,028회이었다.

HL8049에는 CFM사24)에서 제작한 두 개의 CFM 56-7B26 엔진이 장착되어 있

었고 엔진의 사용 정보는 [표 1]과 같다.

장착위치 일련번호 사용시간 장착일자

좌측(1번) 896426 14,245 2015. 09. 14.

우측(2번) 896427 25,960 2015. 09. 14.

[표 1] HL8049의 엔진 사용 정보

20) 제작 일련번호: 36570

21) SMBC Aviation Capital Limited

22) 등록일: 2015.11.13. 등록증명서 번호: 2015-161

23) 감항증명서 번호: AB15115, 발급일자: 2015.11.18.

24) CFM International: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와 프랑스 스네크마사가 함께 설립한 항공기 엔진제작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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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항공기 제원

HL8049의 항공기 제원은 [그림 2]와 같다 .

[그림 2] 항공기 제원

1.6.3 중량 및 평형

이 준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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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상정보 

HL8049가 07:37 제주공항에 착륙할 당시 제주공항 07:00 기상은 바람이 70

도 방향에서 5kts가 불었으며, 시정은 6,000m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

늘은 1,700ft에 약간의 구름, 3,000ft에 많은 구름, 8,000ft에 구름이 차폐이었고 

기온은 섭씨 12℃, 기압은 1,019mb이었다. 당시 기상은 HL8049의 착륙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1.8 항행안전시설 

HL8049가 김포공항에서 이륙하여 제주공항에 접근하기까지 항로비행과 제

주공항에 계기착륙시설 활주로07로 접근 및 착륙할 때까지 인천항공교통관제

소(Incheon ACC: Incheon airtraffic control center, 이하ACC라 한다)의 

레이더시설, 제주접근관제소의 레이더시설과 제주공항 계기착륙시설을 이용하

였으며, 항행안전시설은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

1.9 통신 

HL8049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이륙하여 서울출발관제, ACC, 제주접근관제

소, 제주관제탑 및 제주지상관제와 교신하는 동안 통신장애는 없었다.

1.10. 비행장 정보

이 준사고의 원인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1.11 비행기록장치 

1.11.1 비행자료기록장치

비행자료기록장치에 저장된 자료를 기반으로 객실기압고도경고음 발생 및 

엔진브리드스위치 작동 여부를 [그림 3]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객실기압고도,

객실여압조절모드의 위치, 공기배출밸브의 작동위치 등은 비행자료가 저장되

어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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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46:38경 13,317ft에서 객실기압고도경고음이 발생하면서 객실기압고도 

10,000ft 초과 경고가 “WARN”으로 바뀌었고 06:50:38까지 4분간 이어진 

후 다시 “NO WARN”으로 바뀌었다.

○ 06:47:04경 객실기압고도경고음 발생 후 약 26초가 지난 고도 14,181ft에서 

엔진브리드 1번과 2번 스위치가 OFF에서 ON으로 바뀌었고 착륙 시까지 

유지되었다.

[그림 3] 비행자료기록장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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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고도 대화자 대화 내용
06:40:22 0 F/O V1, rotate

06:42:35 3,803 CAP After take off checklist

06:42:46 4,029 F/O

After take off checklist, Engine bleed ON,

packs AUTO, engine starts switch Continue,

landing gear UP and OFF, Flaps UP, No light,

After take off checklist completed, sir
06:44:59 10,026 CAP Climb checklist

06:45:08 10,263 F/O

Climb checklist, Landing off, passenger sign

remaining on, airconditioning and pressure

normal, altimeter standing by, climb checklist

complete except altimeter, sir
06:46:38 13,317 A/C 삐 삐 삐 삐 [13초간 발생]

06:46:39 13,355 F/O Cabin altitude warning

06:47:00 14,151 CAP 에이~씨, Bleed ON을 안했잖아~

06:47:20 F/O
SEOUL departure, Jejuair 101. Descending due

to technical problem
06:49:15 10,000 - (항공기 10,000ft 도착)

06:49:24 10,000 CAP Cabin ALT warning checklist 해

06:49:37 10,000 F/O

Cabin ALT warning or rapid depressurization

checklist, condition one or more these occur …

Don oxygen mask … crew communications,

pressurization mode selector MANUAL,

outflow valve switch Hold in CLOSE until the

outflow valve indication shows full closed

06:50:05 10,000 F/O
If cabin ALT is uncontrollable passenger signs

ON, passenger oxygen switch ON …check, sir
06:53:36 10,000 CAP 8,000 feet 이상이지? Cabin altitude 10,000 feet

06:55:16 10,000 CAP
네 저희들 아 비행 중에 아 Cabin altitude가 들

어와서 10,000 feet로 지금 내려왔구요. 저기 저희

1.11.2 조종실음성기록장치 

이 건의 준사고와 관련된 운항승무원들의 비행전점검, 이륙후점검, 상증중

점검, 엔진브리드 스위치가 꺼져있는 것을 발견한 정황, 비상절차 수행 및 제

주공항 주재정비사와의 교신 등 HL8049의 조종실음성기록장치에 기록된 음성

자료녹취록 중 주요 내용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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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고도 대화자 대화 내용
들이 Bleed ON이 안됐었던 거 같습니다. 기재취

급 Miss가 있었던 것 같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00 feet에서 정상적으로 Checklist 수행했고,

Cabin altitude도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로 정상적으로 비행을 할려고 합니다.

06:58:59 12,689 CAP
Climb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Climb으로 조절 해 

Manual로 해갖고. manual로 해
06:59:13 13,463 CAP Auto로 놔
06:59:13 13,523 F/O Auto

07:01:10 18,966 FA
기장님, 사무장입니다. 손님들께서 귀가 많이 아

프셔서…
07:01:22 19,549 CAP Manual로 조절해. Manual로 해 봐
07:01:22 19,587 F/O 네, Manual, sir

07:01:27 19,700 CAP Descend하자. Request descend 10,000

07:01:35 19,824 F/O Retard MCP speed(강하 시작)

07:03:35 13,225 CAP Checklist

07:03:39 13,115 F/O

Cabin altitude warning checklist ….. Mode

selector manual….fully close… fully closed

until outflow valve shows fully closed …

passenger sign ON. [perform checklist]

07:04:19 12,873 F/O

Passenger oxygen switch는 deploy 되지 않았습

니다. Go to emergency descend checklist on

page zero point one, sir
07:04:29 12,588 CAP Manual full close

07:04:42 12,069 FA
손님들 대부분이 귀가 너무 아프다고 고통을 호

소하고 있습니다.

07:04:48 11,843 CAP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좀 Cabin altitude에 이상

이 있는 것 같아요
07:05:12 10,924 F/O Don oxygen mask, sir

07:05:39 10,000 - (항공기 10,000ft 도착)

07:05:58 10,000 CAP
Oxygen mask, oxygen mask. 가만있어 봐, 가만

있어 봐. 가만있어 봐
07:06:08 10,000 CAP Cabin altitude가 얼마야?

07:06:09 10,000 F/O 3만 7천입니다
07:06:25 10,000 A/C 띵(좌석 벨트 off), 산소마스크 작동
07:07:00 10,000 F/O Request descend below 10,000

07:07:05 10,000 F/O
Descend to 8,000 jeju101(인천관제소의 허가 내

용을 부기장이 복창)

07:13:56 8,000 FA 지금 산소마스크 다 drop 되서 일단 산소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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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고도 대화자 대화 내용
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07:14:52 8,000 CAP

Ah- May day, may day, mayday. Jejuair 101

request emergency landing to JEJU. Request

high speed due to rapid decompression

07:17:40 8,000 F/O

Cabin altitude warning checklist …. 100%,

pressurization mode selector MANUAL,

outflow valve switch holding close until

outflow valve indication .... go to emergency

descent checklist, sir [Perform checklist]

07:19:01 8,000 CAP
지금 cabin altitude가 저기 여압계통이 문제가 

생겼어요(객실사무장과 대화)

07:21:11 8,000 CO
기장님, 정비사입니다.

그 저 pack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07:21:16 8,000 CAP

아 지금 cabin altitude가 25,000까지 가 있구요.

Manual full close시켜 놨는데 differential도 지금 

제한치가 초과되고 있구요. 10,000 feet 이하인데 

어 8,000 feet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10,000 feet

이하로 cabin altitude가 내려오지가 않네요. 갑작

스럽게 올라갔습니다,

07:22:01 8,000 CAP

아 outflow를 manual 상태에서 full close시켜 놨

구요. 10,000 feet 이하로 내려갔는데 cabin

altitude가 내려가지가 않아요.
07:23:53 8,000 CO 그러니까 그걸 full open 하셔야 돼요

07:30:30 4,000 CAP
네 지금 cabin altitude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15,00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07:30:59 4,000 CO

Outflow valve를 manual로 쪼금 쪼금 쪼금 이렇

게 해야지 한꺼번에 확~열면 또 화르르 닫히고 

하니까, 천천히
07:31:49 4,000 F/O Cabin altitude decreasing, sir

07:32:02 4,000 CO
예, 지금 현재 cabin 그 승객 oxygen mask도 현

재 사용 중에 있습니까?
07:32:07 4,000 CAP 네 네. Oxygen mask 사용 중 입니다
07:32:27 3,402 F/O Differential pressure decreasing, sir

07:39:47 0 F/O
Differential pressure, cabin altitude 모두 떨어졌

습니다.

* CAP: 기장, F/O: 부기장, FA: 객실사무장, A/C: 항공기, CO: 제주항공 운항통제실

[표 2] 비행 단계별 운항승무원의 조종실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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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잔해와 충격정보

이 준사고와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1.13 의학 및 병리학적 정보 

이 준사고와는 해당사항이 없었다.

1.14 화재 

이 준사고로 인한 화재는 없었다.

1.15 생존분야 

1.15.1 비상대응 

제주공항소방대는 07:22경 제주관제탑으로부터 HL8049의 비상착륙상황을 

접수하여 소방 및 구조대 전 차량이 출동대기 하였으며, 07:23경 관제탑 지시 

하에 각 대기지점25)으로 출동하여 대기하였다. 07:37경 HL8049 주기 후 기내

환자 인계 등 특별한 상황이 없었고 제주관제탑 비상상황 종료 안내에 따라 

07:42경 소방대 전 차량은 복귀하였다.

1.16 시험 및 연구

1.16.1 객실여압조절계통 점검

제주공항 도착 후 제주항공 정비사들의 협조를 받아 현장에서 HL8049의 

객실여압조절기 작동26) 및 공기배출밸브의 작동상태를 점검하였으나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25) 07:25경 지휘차, 소방 1호, 3호 및 6호차는 P6 유도로에 대기, 07:26경 소방 2호 및 5호차는 P3

유도로에 대기, 07:30경 구급차(간호사 동승)는 P6유도로에 대기
26) cabin pressure controller bit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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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개월간27)의 탑재용항공일지 및 계획·비계획 작업현황 등을 조사하였

으나 객실여압계통에 관련된 결함은 없었으며, 비행 전·후 점검 작업수행문서

에서도 객실여압계통 관련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1.16.2 객실기압고도계 시험

기장은 비행 중 객실기압고도계가 35,000~40,000ft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

으며 탑재용항공일지에도 동 내용을 객실기압고도계 결함으로 기록하였다. 위

원회는 HL8049의 객실기압고도계가 어떤 상태에서 갑자기 그런 고도를 지시

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한항공의 지원을 받아 객실기압고도계에 

관한 국내 시험장비28)를 보유하고 있는 전자보기공장에서 객실기압고도계의 

작동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객실기압고도계는 [그림 4]와 같이 항공기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를 지시하

는 바깥쪽 큰 지침과 항공기 객실기압고도를 지시하는 안쪽의 작은 지침 2개

로 구성되어 있으며, 뒷면에는 항공기 외부 정압을 받아들이는 정압 입구29)와 

객실내부압력을 받아들이는 객실압력 입구30) 2개가 있다.

시험방식은 정압입구에 항공기 고도 0ft에 해당하는 압력을 공급하고 객실

여압을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관찰하였고, 다시 항공기 고도 10,000ft에 해당하

는 압력을 정압 입구에 공급하고 객실여압을 증가시키면서 관찰하였다. 객실

여압을 증가시키는 것은 항공기에서 엔진브리드 밸브를 열고 공기배출밸브를 

닫았을 때 객실압력이 가압되고 있는 상황을 재현하려는 것이었다.

시험 결과, 항공기 고도가 0ft일 때 객실여압을 6.1inHg(약 3.0psi) 증가하자 

객실기압고도계 지침이 역방향(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34,000ft를 지시하였

고, 항공기 고도가 10,000ft일 때 객실여압을 15inHg(약 7.4psi) 증가하자 객실

기압고도계는 역방향(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36,000ft을 지시하였다.

27) 2015.11.15.∼2015.12.23.

28) 허니웰(Honeywell)사 Air Data Tester(ADT 222B)

29) Static Pressure Port

30) Cabin Pressure 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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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HL8049는 엔진브리드 밸브가 열린 상태에서 공기배출밸브 닫힌 상태에 

둠으로써 객실여압이 계속적으로 가압되었으며, 객실기압고도계가 역방향으로 

움직여 비정상적으로 지시하게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객실압력 입구 정압 입구

정상 지시 - 12,500ft
지상(고도 0ft)에서 ΔP 3PSI 가압 
시 역방향으로 34,000ft 지시

뒷면

[그림 4] 객실기압고도계 지시 상태 및 뒷면 모양

조종실음성기록 녹취록, 비행자료기록장치에 저장된 비행자료와 객실기압고

도계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HL8049의 기내 상황을 추정하였다.

구분
항공기고도

(정압)
객실여압 상태

Diff Press

(큰 지침)

객실기압 고도
(작은 지침)

비 고
(상황)

시험 
상황

0ft 6.1inHg 가압 3.0 PSI 34,000ft 객실기압고도계 지침이 
역방향(반시계방향)

으로 움직임10,000ft 15.0inHg 가압 7.4 PSI 36,000ft

HL8049

기내 
상황

(추정)

0→14,000ft 비가압 0.7 PSI 0→12,000ft
객실기압고도경고등 On

Eng’ bleed valve ON

→10,000ft
가압

(Engine bleed

switch: On,

Out flow

valve: Closed)

→0 PSI →10,000ft Out flow valve: Closed

→19,000ft →7.6 PSI →0ft
객실기압고도계 지침이 

역방향으로 진행
*Press relief valve 작동

→10,000ft →7.3 PSI →(역)37,000ft

→8,000ft →8.9 PSI →(역)25,000ft

→0ft
감압 (Out flow

valve open)
→0 PSI →0ft

Cabin climb rate:

약 –500fpm

[표 3] 객실기압고도계 시험 결과 및 HL8049 기내 상황 추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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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조직 및 관리정보 

제주항공의 운항본부조직은 운항품질팀, 운항기획팀, 운항훈련팀, 운항표준팀,

운항승무팀 및 운항기술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항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운항훈련팀 학술교육파트에서 맡고 있었다.

1.17.1 운항승무원 교육 및 훈련

제주항공은 운항승무원훈련교범31)에 따라 운항승무원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지상학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객실여압계통에 대한 교육은 짝수년도 

전반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 지상학술교육 계획

31) 제주항공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조종사교범(2006년 5월 3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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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및 부기장의 지상학술교육 실적을 검토한 결과, 운항승무원훈련교범

에 따라 여압계통교안을 활용하여 교육을 받았으나 객실고도계가 반시계방향

으로 회전하여 35,000ft~40,000ft를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737

기종 운항승무원운영교범에도 이러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는 않았다.

운항승무원들의 모의비행장치훈련은 운항승무원훈련교범에 따라 [표 5]와 

같이 비상강하(Rapid Descent)과목은 매년 전반기에 부기장을 대상으로 

훈련하고 기장은 매년 후반기에 실시하며, 여압장치계통(Air System)과목은 

홀수년도 후반기에 기장과 부기장이 각 각 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 5] 모의비행장치 훈련 및 평가



사실정보 항공기 준사고 조사 보고서

- 20 -

기장은 2014년 12월 8일 제주항공에 입사하여 제주항공의 운항승무원훈련

교범에 따라 737기종 훈련을 받았으며, 모의비행장치 훈련 중 2015년 2월 3일 

비상절차훈련 과목으로 객실여압계통 고장 시 비상강하훈련을 1회 실시하였으나 

훈련기록부에는 담당교관이 모든 훈련과목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normal

progress)라고 한 줄 적혀 있었다.

객실여압계통 고장 시 비상강하훈련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고 순항비행 중 고

고도에서 객실여압 상실에 따른 비상강하훈련으로 모든 승무원들이 매년 1회씩 

훈련하므로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나, 강평기록부에 기장이 

훈련한 모든 과목에 대하여 강평을 간단하게 ‘정상 수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

었다.

부기장은 2014년 12월 8일 제주항공에 입사하여 2015년 3월 2일부터 5월 13

일까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16회 총 42시간을 훈련하였으며, 이 기간 중 

객실여압계통 고장에 따른 비상강하훈련을 12회 실시하였다 .

기장과 부기장의 훈련 내용과 제주항공 조종사들의 정기훈련 시 모의비행

장치 훈련내용을 검토한 결과, 운항승무원훈련교범에 규정하여 놓은 대로 매

년 비상강하훈련을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홀수년도 후반기에는 여압계

통고장에 따른 훈련을 하고 있었다.  

1.18 추가정보

1.18.1 관제기관의 비상항공기 지원

ACC 등 관제기관들은 HL8049의 요청으로 비상항공기지원업무절차32)에 따

라 비상항공기 지원, 각 관련 관제기관과 업무협조 및 항공기 상황정보를 전

파하였으며, 운항승무원들은 관제기관들의 항공교통업무 지원이 항공기운항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2) 관련근거: 항공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2014.11.28) 제207조 (비상항공기에 대한 지원), 항공교통업무 

기준(국토교통부 2013.12.30) 제28조(비상항공기 지원) 별표12 비상항공기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사실정보 항공기 준사고 조사 보고서

- 21 -

1.8.1.1 ACC 관제경위

ACC는 06:52경 HL8049가 김포국제공항에서 이륙 후 서울접근관제소에서 

기술적 문제로 고도 10,000ft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정보를 들었다. 이후 서울

접근관제소로부터 정상운항이 가능하다는 정보와 함께 관제이양을 받았다.

ACC는 HL8049와 첫 교신 후 10,000ft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06:55경 

GONAX33) 근처까지 고도를 상승하지 않고 있어 군산접근관제소에 고도유지

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06:56경 ACC는 HL8049로부터 22,000ft까지 상승을 요청받아 승인하였으나  

07:01경 군산공항 북쪽 8NM, 19,800ft에서 다시 10,000ft까지 강하요청을 받아

군산접근관제소에 고도강하 협조를 요청하였다. ACC는 07:06경 DALSU34)

부근에서 HL8049로부터 또다시 8,000ft까지 강하를 요청받아 승인하였다.

ACC는 광주접근관제소에 HL8049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광주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기와의 분리를 요청하였다. HL8049는 광주 남쪽 약 12NM 상

공에서 ACC에 객실여압계통 문제로 비상착륙선언과 제주공항에 고속접근을 

요구하였다.

ACC는 HL8049의 비상착륙선언과 고속접근 요청 정보를 제주접근관제소에

통보하고 07:18경 제주접근관제소로 관제 이양하였다.

1.8.1.2 제주접근관제소 및 제주관제탑의 관제경위

07:18경 제주접근관제소는 ACC로부터 HL8049의 비상착륙상황과 관제이양을

받아 비상항공기지원 절차에 따라 HL8049에게 접근 우선권을 부여하였고,

비상항공기 관제를 위한 주파수(119.0mhz)를 배정하였다.

33) Y711 항로상의 On request fly-by Waypoint(1262311N 1265016E)

34) Y711/Y253/V543 항로상의 On request fly-by Waypoint (350731N 126420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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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접근관제소는 HL8049를 정밀계기접근 활주로7 방향으로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07:33경 최종접근 6NM에서 제주관제탑으로 이양하였다. 제주접근

관제소는 비상항공기지원을 위해 제주관제탑 및 항공정보실에 HL8049에 대

한 비상상황을 전파하였다.

제주관제탑은 07:20경 제주접근관제소로부터 HL8049에 대한 비상상황을 접

수하여 비상벨 및 비상전화로 각 부서에 전파하였고, 소방대에 소방차량과 구

급차량 등의 출동을 지시하였다. 또한, 지상활주 중인 항공기들을 평행 유도

로 진입 전 위치에 대기시켰다.

07:37경 HL8049는 정상적으로 착륙하였고, 07:41경 제주관제탑은 HL8049

로부터 비상상황 종료를 통보받고 비상상황을 종료하였다. 제주관제탑은 

HL8049의 활주로 개방을 확인하고 제주지상관제에 이양하였으며, 제주지상관

제는 HL8049가 활주로를 벗어나 82번 주기장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였다.

1.18.2 객실사무장 진술

◦ 06:50경 이륙하여 “seat belt sign”이 꺼진 후 07:00경 기내서비스를 시작하

였다. 승객좌석 5열을 통과할 즈음에 귀가 멍하고 속이 울렁거리는 현상이 

있었고, 승객좌석 10열 서비스 중에 기체의 상승 및 강하가 반복되었다.

◦ 기장에게 연락하려고 가는 중에 기장으로부터 “캐빈 괜찮으냐” 하며 “난

기류로 인한 것이니까 놀라지 말고 서비스 계속하라“는 연락이 왔다.

◦ 승객들이 귀가 아프다는 내용을 기장에게 전달하였다. 기장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기내서비스를 계속하였고 07:05경 기내서비스를 종료하였다.

◦ 기내서비스 종료 후 객실을 확인 중 기내 후방에서 여러 명의 승객이 구

토 및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며 귀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기장

에게 보고하였다. 기내 전방으로 이동 중 07:10경 승객용 비상용산소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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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모두 떨어져 “감압방송”35)을 실시하였고 객실승무원들은 승객들이  

비상용산소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도와주었다.

◦ 기장은 “고도를 낮춰서 비행할 거라고 하였고, 객실여압 장치에 문제가 발

생한 것 같다. 제주공항으로 간다, 착륙하는데 문제는 없다. 비상착륙은 아

니다.”라고 하였다.

◦ 객실사무장은 제주공항으로 간다는 방송을 실시하였고, 제주공항에 접근 

이후에는 승객들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는 것 같았으며, 귀가 아프다고 호

소하는 승객은 없었다.

◦ 제주공항에 착륙 후 기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항공기 문을 개방하였으며,

객실 후방에 탑승하여 약간의 코피를 흘리고 있었던 승객 3명을 제주공항

지점에 인계하였다.

1.18.3 객실고도 관련 운항승무원의 수행 절차

1.18.3.1 객실여압 확인 절차

B737기종 신속참고철36) CI.1.1에는 정상절차수행요령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조종사들은 각자의 기재취급을 한 후 정상절차점검표를 호창하면서 

진행하는 동안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기재를 기장과 부기장이 육안으로 확인하

도록 명시되어 있다.

B737 항공기의 정상절차 중 객실여압계통의 작동상태 확인은 비행전점검

(Preflight Check), 이륙후점검(After Takeoff Check) 및 상승중점검(Climb

Check) 시 수행하며 세부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35) 감압자동방송 장비가 미 장착 
36) 신속참고철(QRH: quick reference handbook) 긴급 상황 발생 시 조종사가 수행해야 하는 비상절차  

를 수록한 교범으로서 항공기 제작사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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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전점검 시 부기장은 [그림 5]와 같이 엔진브리드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이륙후점검 시에도 PM37)은 [그림 6]과 같이 엔진브리드스위

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승중점검 시에도 [그림 7]과 같이 

에어컨디션 시스템과 객실여압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5] 비행 전 점검 절차

[그림 6] 이륙 후 점검 절차

37) PM: pilot monitoring(비행감시조종사: 항공기 조종을 담당하지 않고 부기장 역할을 하는 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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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상승 중 점검 절차

1.18.3.2 객실고도경고 또는 급 감압 시 비상절차

B737 항공기는 객실고도가 10,000ft를 초과하면 [그림 8]의 와 같이 객실

고도경고등이 켜지면서 객실고도경고음이 울리게 되며, 객실고도경고음은 운

항승무원이 수동으로 끌 수 있으나 객실기압고도경고등은 객실고도가 10,000ft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켜져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8] 객실기압고도경고등

운항승무원은 객실고도가 초과되거나, 비행 중 간헐적인 객실고도경고음 

발생 또는 객실고도경고등이 켜지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림 9]와 같

이 B737항공기 신속참고철에 따라 객실고도경고 또는 급 감압 시 비상절차

를 수행하게 되어 있으며 세부 수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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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소마스크를 착용하고 산소공급장치를 100% 위치에 둔다.

2. 승무원간의 통신 상태를 확인한다.

3. 객실여압조절모드를 수동위치로 둔다.

4. 공기배출밸브가 완전히 닫힐 때까지 공기배출밸브 스위치를 닫힘 위치

에 붙잡아 둔다.

5. 객실고도를 제어할 수 없는 경우 비상강하에 대비하여 승객 좌석벨트 

스위치를 ON하고 승객용 산소마스크 스위치를 ON한다.

[그림 9] 객실여압계통 비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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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2.1 일반

위원회는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35,000ft~40,000ft를 지시한 객실기압고도계의 

작동상태 점검, 객실여압 변동이 승객에 미치는 영향, 객실여압 작동관련 운

항승무원들의 정상절차 수행,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조치내용 및 객실고도 조

절 실패의 원인, 교육훈련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2.2 객실여압 계통

2.2.1 객실여압 변동 및 승객에 미치는 영향

객실기압고도계 시험 결과에서 객실기압고도계 지침이 반시계방향(역방

향)으로 회전하여 35,000ft~40,000ft를 지시하는 현상이 확인되었고, 객실여압조

절기와 공기배출밸브의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다. HL8049의 객실여압계통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준사고의 경우는 운항승무원이 엔진브리드스위치를 켜지 않고 출발하

여 객실내로 공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상승에 따라 객실고도가 

높아졌으며, 객실여압경고음이 울리고 객실여압경고등이 켜진 후에야 기장은 

엔진브리드스위치를 켜지 않은 것을 발견하여 엔진브리드스위치를 켰다.

객실고도가 높아진 원인은 조종사가 엔진브리드스위치를 켬으로써 해결되

었으나, 추가적으로 객실여압 급 감압이 발생할 때 수행하는 비상절차(객실여

압조절모드 수동위치, 공기배출밸브 닫음)를 수행하여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

듯이 계속적으로 객실기압이 가압되었으며, 객실기압고도가 점점 떨어져 지시 

바늘이 0ft를 지나 시계반대방향(역방향)으로 돌아가는 원인이 되었다.

이 항공기의 객실기압고도계에는 객실기압을 지시하는 바늘이 시계반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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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는 없었으며, 운항승무원운영교범에도 이

와 같이 바늘이 거꾸로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운항승무원들은 객

실 가압으로 인해 객실기압고도계의 바늘이 시계반대방향으로 움직여 비정상

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운항승무원들은 객실기압고도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객실고도가 지나치게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여전히 객실고도

가 높은 것으로 착각하여 항공기 비 여압 상태로 운항이 가능한 고도인 

10,000ft를 비행하고 있었음에도 승객용 비상용산소마스크를 작동시켰다.

운항승무원들은 07:06:09경 항공기 고도 10,000ft에서 차압계기가 제한치38)

(8.9psi)를 초과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국제표준대기압을 기준으로 

10,000ft에서의 대기압은 10.11psi이며, 8.9psi 차압이 발생하였다면 객실압력은 

19.01psi이었을 것이다.

만약 8,000ft에서도 동일한 차압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대기압은 10.92psi이며

객실압력은 19.82psi이다. 따라서 승객들이 느끼는 압력은 19.01~19.82psi로 추

정되며, 이는 지상에서의 표준대기압 14.7psi를 감안하면 지상보다 4.31~5.12psi

정도 높게 느꼈을 것이다.

2008년 대한마취과학회에서 발표된 “잠수 및 고압의학”39)에 의하면 “신체에 

가해지는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여 신체의 조직들이 압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

력보다 더 빨리 부피의 변화가 일어나면 신체의 폐쇄공간에 손상40)이 일어나

게 된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밀폐공간에 압력이 증가하면 그 부피가 감소하게 

되어 신체조직에 부종 또는 출혈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였다.

38) 운항승무원들은 차압계기가 8.4psi(노란색범위)를 지나 압력경감밸브(Pressure Relief Valve)가 열리  

는 8.9psi를 초과한 것을 확인

39) 기본적으로 고압이라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인체 생리학 변화를 연구 

40) 귀 손상(외이도: 귀의 충만감, 이통 및 외이도에 점상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이: 압력평형
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계속 하강할 경우 중이의 공간 내에 혈액이나 조직액 등이 차오르다가 
고막이 찢어지게 되며 증상으로는 압박감, 이통, 이명, 청각장애, 현기증 등을 동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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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항공기의 경우 객실여압 변화, 즉 객실고도 상승률 또는 강하률이 일반

적으로 분당 500ft를 초과하면 승객 및 객실승무원이 이명, 구토증상, 두통 및 

코피 출혈 등의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 준사고의 경우 운항승무원이 공기배출밸브를 닫은 시각(6:49:37경)부터 

객실고도가 37,000ft임을 확인한 시각(7:06:09경)까지 16분 32초 동안 객실압력

은 7.4psi가 높아졌으며 객실고도로 환산하면 약 18,000ft의 고도차가 발생하

였다. 이는 분당 평균 1,090ft의 객실고도 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어느 순간에

는(재하강시) 객실고도 변화가 이 평균값 1,090ft보다 훨씬 심했을 것이며, 승

객과 객실승무원들은 급격한 객실고도 변화로 인해 이명, 구토, 두통을 호소

하고 코피를 흘리는 등 심한 통증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된다.

2.2.2 객실차압 초과로 인한 기체 영향

객실이 비정상적인 가압으로 차압계기가 제한치(8.9psi)를 초과한 경우 항

공기 기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경감밸브(Pressure Relief Valve)가 

작동하여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운항승무원의 진술과 음

성자료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항공기는 고도 8,000ft로 내려온 후에도 계속  

가압되었으며, 이로 인해 객실기압고도계는 역방향으로 회전하여 25,000ft까지 

지시하였고 차압계기는 제한치를 초과한 상태로 비행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에 과도한 객실내외 차압에 따른 점검 

사항을 문의41)하였다. 보잉사는 압력경감밸브 점검 등의 권고사항42)을 제시하

였고 제주항공은 2015년 12월 26일 정비작업지시서43)를 발행하여 점검한 결

과 기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41) 문의 Message Number: JJU-JJU-15-0202-03B(2015.12.26)

42) 1. Do a check of the Cabin Altimeter Gauge and Differential Pressure Gauge per AMM

21-33-02/401, 2. Perform a cabin pressurization/leak Check to 4.0 psid per AMM 05-51-91, 3.

Perform a test of the Positive Pressure Relief Valve per AMM 21-32-01/401

43) Maintenance Work Order: 500042123-0010(201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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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객실고도 관련 운항승무원 절차

2.3.1 정상절차 수행

B737기종 신속참고철 CI.1.1 페이지에 따르면 정상절차수행 시 점검표에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장과 부기장이 육안

으로 확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운항승무원들이 엔진브리드스위치를 작동

시키지 않고 비행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운항승무원들은 조종석으로 들어와 비행 전 준비단계에서 비행에 필요한 

조종석의 모든 기재가 정상위치에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엔진브리드스위

치가 꺼져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않고 비행을 시작하였다.

운항승무원들은 비행전점검, 이륙후점검 및 상승중점검 등 세 차례의 점검을 

통해 엔진브리드스위치가 꺼져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항공기가 고도 

13,317ft에서 객실고도경고등이 켜지고 객실고도경도음이 울린 후에야 기장은 

엔진브리드스위치가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엔진브리드스위치를 켰다.

조종실음성기록 내용을 확인한 결과, 기장은 부기장에게 정상절차수행을  

지시만 하였고 항공기 중요기재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기장도 항공기 중요

기재를 확인하지 않고 정상절차점검표를 혼자 읽기만 하였다.

즉, 상승점검 시 부기장이 “Climb checklist, Landing off, passenger sign

remaining on, airconditioning and pressure normal, altimeter standing by,

climb checklist complete except altimeter, sir”라고 하는 동안 항공기 여압계

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기장과 부기장은 실제로는 항공

기 여압작동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제주항공의 운항일반교범(FOM: flight operation manual) 2장 7절에 따르

면 운항승무원들의 비행 중 표준응답절차(standard callout) 수행은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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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이 절차를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비행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운항승무원들은 모든 점검표 수행 시 항공기 

중요기재의 작동상태를 반드시 상호 확인해야 했다.

조종실음성기록 내용을 들어보면 기장은 지시만 하고 부기장은 지시에 따

라 그대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비정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문

제 제기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조종실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

이나 대화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항공은 운항승무원들이 각종 점검표를 수행할 때, 기장과 부기장이 점

검항목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기장

과 부기장이 상호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기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경

우 적극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조종실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2 운항승무원의 비정상상황 조치

기장은 항공기가 상승 중 객실기압고도경고등이 켜지고 객실기압고도경고

음이 울린 후에 엔진브리드스위치가 꺼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스위치를 켰으

며, 항공기가 고도 10,000ft로 내려온 후에 부기장에게 객실고도경보에 따른 

비상절차(Cabin Altitude Warning or Rapid De-pressurization)를 수행하라고 

두 차례 지시하였고, 2차 상승 중 객실사무장으로부터 승객들이 귀가 너무 아파

고통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고 다시 고도 10,000ft로 강하하면서 객실기압고

도가 37,000ft를 지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승객용 비상용산소마스크를 수동으

로 작동시켰다.

이러한 지시는 기장이 비상절차를 어느 때 수행해야 하는지, 비상절차를 수

행하면 항공기 객실여압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못한 결과

로 보인다. 또한 부기장은 아무런 의심도 없이 기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절차

를 수행하여 객실여압조절모드를 수동위치로 두고 공기배출밸브를 닫았으며 

계속해서 닫힌 상태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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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8049의 비정상적인 객실여압을 정상으로 되돌리려면 운항승무원들은 엔

진브리드스위치를 켠 후 비상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어야 했다. 만약, 비상절차

를 수행하였더라도 객실여압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면 비상절차로 수행된 조

치들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객실여압조절모드를 자동위치로 바꾸어

야 했으며, 항공기가 고도 10,000ft에서는 비 여압상태로 비행이 가능하므로 

객실여압조절모드를 수동위치로 둘 경우 공기배출밸브를 열어 놓았어야 했다.

객실기압고도계가 37,000ft를 지시한다는 것은 이 고도에서 항공기의 문이 

열리거나 동체에 구멍이 생겨 객실여압이 상실된 경우인데, 항공기가 10.000ft

에서 객실기압고도계가 37,000ft를 지시하고 있는 상황을 객실여압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객실여압상실에 따른 비상절차 수행을 지시하고 승객용 비

상용산소마스크를 작동시킨 기장의 결심은 적절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운항승무원들은 상황판단을 잘못하여 여압계통이 정상적인 항공

기를 비상절차를 수행하여 비정상으로 만들었으며, 이런 상황을 여압계통이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조치하는 등 여압계통의 작동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 제주항공은 운항승무원들에 대한 여압계통 관련  

이론교육 및 모의비행장치훈련을 미흡하게 수행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4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제주항공의 운항승무원들은 운항승무원훈련교범에 따라 매년 지상학술교육

과 모의비행장치 훈련과정을 통해 객실여압계통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

행하고 있었다. HL8049 운항승무원들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기장 및 부기장의 훈련기록부에 긴급강하훈련 후 결과에 대하여 담

당교관이 상세하게 강평한 기록은 없었으며, 기장 및 부기장은 주기적인 교육

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실여압계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또한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 객실이 가압되는 경우 객실고도계가 반시계



결론 항공기 준사고 조사 보고서

- 33 -

방향으로 회전하여 35,000ft~40,000ft를 지시한다는 내용을 알지 못했고 737기

종 운항승무원운영교범에도 이러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정기 지상학술교육 시 객실여압계통의 작동원리를 정확하게 숙

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여압시스템 고장 시 수동으로 완전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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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조사결과

1. HL8049 운항승무원들은 유효한 항공종사자자격증명과 신체검사증명을 소

지하고 있었으며,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사항이나 장애 요소는 

없었다. 

2. HL8049의 객실기압고도계를 정비공장에서 시험한 결과, 객실기압고도계

지침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35,000ft~40,000ft를 지시하는 현상이 

확인되었고, 객실여압조절기와 공기배출밸브 등 객실여압계통의 점검과 차

압계기가 제한치를 초과하여 항공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항공기 기체는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3. 항공교통업무는 조종사의 요청에 따라 비상항공기지원을 위한 상황전파 

및 협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4. HL8049 운항승무원들은 비행전점검과 이륙후점검 시 엔진브리드스위치가

켜져 있었다고 하였고, 상승중점검 시에도 객실여압이 정상으로 작동하였

다고 하였으나, 엔진브리드스위치가 꺼져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점검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였다.

5. 제주항공은 정상절차점검표 수행 시 모든 항목을 기장과 부기장이 반드시 

육안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부기장 혼자서 

점검표를 읽어 나간 것으로 판단된다.

6. HL8049는 엔진브리드스위치를 켜지 않고 상승하던 중 고도 13,317ft에서 

객실기압고도경고등이 켜지고 객실기압고도경고음이 울렸다. 기장은 엔진

브리드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은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여 엔진브리드스위

치를 켜고 고도를 10,000ft로 강하하였으며, 부기장에게 객실고도경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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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비상절차 수행을 지시하였고 부기장은 객실기압조절모드를 수동위치

로 두고 공기배출밸브를 완전히 닫았다.

7. 운항승무원들은 객실여압조절을 수동으로 조절하면서 다시 고도 22,000ft

로 상승하던 중 객실사무장으로부터 승객들이 이명, 구토, 두통을 호소한

다는 연락을 받고 10,000ft로 강하하였다. 기장은 객실기압고도에 관한 경

고메시지(경고등/경고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절차를 수행하면서 

승객용 비상용산소마스크를 수동으로 작동시켰다.

8. 운항승무원들은 객실기압고도계가 35,000ft~40,000ft를 지시한 현상을  

객실 내 여압이 상실된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여압상실에 따른 비상절차

를 수행하였으며, 객실 여압조절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기내압력이 

계속 증가되었다. 

9. 객실기압고도계에는 객실기압을 지시하는 바늘이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

는 것을 차단하는 장치는 없으며, 운항승무원운영교범에도 이와 같이 바늘

이 거꾸로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10. 운항승무원들은 객실 가압으로 인해 객실기압고도계의 바늘이 시계반대방

향으로 움직여 비정상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

서 제주항공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항공기 여압계통 관련된 교안을 

보완하고 이론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1. HL8049는 공기배출밸브를 닫은 시각부터 객실고도가 37,000ft임을 확인

한 시각까지 총 16분 32초 동안 객실압력이 약 7.4psi가 변하여 분당 평

균 1,090ft의 객실고도강하율이 발생하였고, 어느 순간에는 객실고도강하

율이 이 평균값 1,090ft 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승객과 객실승무원들은 급격한 객실고도 변화로 인해 이명, 구토, 두통을 

호소하였고 승객 3명이 코피를 흘리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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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주항공은 운항승무원들이 여압계통 고장 시 객실여압을 수동으로 완전

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실기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2 원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이 준사고의 원인을 비행 전에 엔진브리드

스위치가off로 되어 있었음에도, 운항승무원들은 비행전점검, 이륙후점

검, 상승중점검을 연이어 세 차례 수행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점

검을 부적절하게 수행하였고, 운항승무원들이 객실여압계통에 대한 이해부

족으로 기내여압조절을 실패하였다 라고 결정한다.

기여요인으로 운항승무원들의 객실여압계통에 대한 이론교육 및 실기훈

련 부족 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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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권고 

위원회는 2015년 12월 23일 HL8049가 비행 중 승객용 비상용산소마스크

를 사용한 준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권고를 발행한다.

4.1 제주항공(주)에 대하여 

1. 운항승무원들이 비행 전에 엔진브리드스위치가on되어있는지를 반드

시 확인하고 비행하도록 교육하고, 정상절차(비행전점검, 이륙후점검, 상승

중점검)를 규정된 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AIR1508-1)

2. 공기배출밸브가 닫힌 상태로 객실이 가압될 경우 객실기압고도계바늘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여 비정상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

여 여압계통 학술교안을 보완하고 주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교육 계

획 수립(AIR1508-2)

3. 운항승무원들이 여압계통 관련한 비상절차훈련 강화 방안, 비상 시 수동 

조절 방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훈련 방안 마련(AIR1508-3)

4.2 보잉사(주)에 대하여 

1. 공기배출밸브가 닫힌 상태로 객실이 가압될 경우 객실기압고도계 바늘이 

반시계방향으로 움직여 비정상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운항승무

원운영교범(FCOM)에 삽입하거나, 객실기압고도계가 반시계방향으로 돌아

가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 마련(AIR15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