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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항공기사고 조사보고서는 대한민국「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작성되었다.

대한민국「항공 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30조에는

“사고조사는 민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사법절차, 행정처분절차, 또는

행정쟁송절차와 분리 수행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3, 3.1항과 5.4.1항에는

“사고나 준사고 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고나 준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이

므로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난이나 책임을 묻기 위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소송절차는 본 부속서의

규정 하에 수행된 어떠한 조사와도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보고서는 항공안전을 증진시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일 이 사고 조사보고서의 해석에 있어서 한글판과 영문판의 차이가 

있을 때는 한글판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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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꼬리회전날개 탈락 후 추락

ㅇ 항공기 운영자: ㈜에어로피스

ㅇ 항공기 제작사: 에어버스 헬리콥터사

ㅇ 항공기 형식: AS350B-2

ㅇ 항공기 등록부호: HL9170

ㅇ 발생장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1227-1번지 논

(동경 127°18'38.50'', 북위 34°52'21.50'', 해발고도 20m)

ㅇ 발생일시 : 2017년 11월 16일 16:40경(한국표준시각)1)

개 요

2017년 11월 16일 16:35경 ㈜에어로피스사 소속 헬리콥터(AS350B-2,

HL9170)가 전라남도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지역의 산불진화를 위해 보성군

벌교 이착륙장에서 이륙하여 비행 중, 16:40경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상공 

약 150~200m에서 꼬리회전날개가 탈락되어 10여 차례 비정상적인 좌선회 후

추락되었다.

이 사고로 조종사는 사망하였으며 항공기는 전파되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고의 원인을 매

뉴얼에 명시된 길이보다 긴 화재진화용 물주머니를 매달고 비행 중 꼬리회

전날개를 타격하여 항공기 조종능력 상실하여 추락 으로 결정한다.

사고의 기여요인으로 ① 운용 전 매뉴얼에 따른 물주머니 길이의 적

합여부 미확인 ② 꼬리회전날개의 탈락으로 인한 좌편요 선회를 막고 

자동활공을 위한 실질적인 비상절차 훈련 미흡 으로 결정한다.

1) 이 보고서상의 모든 시간은 24시를 기준으로 한 한국표준시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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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에어로피스사에 1건, 지방항공청

에 1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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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정보

1.1 비행 경위

항공기사용사업체인 ㈜에어로피스(이하 “에어로피스”)는 전라남도청과 

보성․화순․고흥지역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헬리콥터 임차 계약2)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 2일부터 이착륙장인 벌교 생태공원3)에 AS350B-2

헬리콥터 1대 HL9170(이하 “HL9170”이라 한다)와 조종사, 정비사 및 현지

에서 고용된 지상요원 등 3명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2017년 11월 16일 16:25경, 조종사는 화순군청 산림과로부터 대기 장소

에서 북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지역에 발

생한 산불진화 요청을 받고 비행준비를 하였다.

정비사는 화재진화용 물주머니의 장착상태 등을 포함하여 출동을 위한 

항공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6:35경 HL9170이 이륙하였다. 당시 HL9170에

는 조종사 1명이 탑승하고 시계비행방식으로 비행하였다.

16:40경 HL9170이 산불발생 지역을 향해 북서방향으로 약 6km 정도 

비행하던 중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상공 약 150~200m에서 헬리콥터에 장

착되어 있던 화재진화용 물주머니가 꼬리회전날개(Tail rotor)에 부딪혔고,

그 충격으로 꼬리회전날개 일부가 탈락되어 떨어졌다.

HL9170은 반시계방향으로 4~5회 회전하면서 약 100m를 낙하한 후, 회전

을 멈추고 고도를 약 80m 정도 유지하면서 수평전진 비행 중 나머지 꼬리회

전날개와 변속기(Tail rotor gearbox)가 추가 탈락되어 떨어졌다.

이 후 HL9170은 서쪽 방향으로 약 300m를 옆으로 비행하였고, 다시 

반시계방향으로 6~7회 강하 회전하면서 마을 북쪽방향에 있는 벌교읍 고

2) 산불진화를 위한 임차헬리콥터 운용 계약기간 : ‘17.11.2 ～ ’17.12.10
3) 보성군 벌교읍 장호길 56-386번지, 사고지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6km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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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리 1227-1번지 논 위로 추락하였다.

HL9170의 비행경로는 [그림 1]과 같으며, 추락 상황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HL9170의 비행경로

[그림 2] 사고현장의 지형 및 추락과정

현장을 목격한 지역주민은 119에 사고발생을 신고하였고, 조종사를 항



사실정보 항공기사고 조사보고서

- 5 -

공기로부터 구조하였다.

16:50경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4)은 조종사가 호흡, 맥박 및 의식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조종사는 사

망 판정을 받았다.

조종사와 같이 파견근무 중이던 정비사는 사고소식을 듣고 17:05경 사

고현장에 도착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정비사는 HL9170의 엔진이 계속 작

동되고 있어서 연료 차단밸브를 당겨 엔진을 정지시켰다. 추락 후 엔진이 

계속 작동한 시간은 약 25분 정도였다.

1.2 인명 피해

피해정도 승무원 승객 기타

사 망 1 0 0

중 상 0 0 0

경상/무피해 0/0 0/0 0/0

계 1 0 0

[표 1] 인명피해 현황

1.3 항공기 손상

HL9170는 수직 좌선회 낙하로 추락되어 [그림 3]과 같이 전방동체, 출입

문, 계기판, 주회전날개, 후방동체 및 수평꼬리날개 파손 등으로 항공기는 

전파되었다.

4) 보성소방서 현장대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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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손상된 기체

HL9170은 기체보험5), 승무원 및 대인대물 피해보험6)에 가입하였고, 사

고당시 보험7)은 유효기간 내에 있었다.

1.4 기타 손상

사고지점에 항공유 일부가 추수가 끝난 논에 유출, 오염되었다.

1.5 인적 정보

1.5.1 조종사

조종사(63세, 남)는 정비사와 함께 전라남도 보성․화순․고흥지역의 산

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벌교 생태공원을 대기장소로 정하여 파견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유효한 사업용 조종사자격증명8),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9),

5) USD1,000,000
6) 조종사 및 승객 상해 가입금액 : 좌석당 USD250,000
7) 동부화재 해상보험(2017.10.29.~2018.10.28.)



사실정보 항공기사고 조사보고서

- 7 -

항공무선통신사자격증10) 등 비행에 필요한 해당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

었으며, 기타 한정자격11)을 보유하고 있었다.

조종사는 2010년 10월 20일 에어로피스에 입사하여 7년 1개월 동안 

근무하고 있었으며, 운항규정12) 4.3항 항공종사자의 훈련 및 심사 규정

에 따라 2010년에 초기훈련 후 매년 정기훈련을 받았다.

조종사의 총 비행시간은 5,577.4시간이며, 해당기종의 비행시간은 1,409

시간이다. 최근 비행시간으로는 90일까지 25.7시간, 72시간까지 4.3시간이

었으며, 24시간이내에는 비행이 없었다.

조종사와 함께 대기장소에서 근무 중이었던 정비사의 진술에 의하면 

조종사의 사고 발생 전 3일간 행적은 다음과 같다.

11월 14일은 08시에 출근하여 비행전점검 후 화재진화 대기 중 15:20

부터 16:30까지 화순군 도암면 산불진화작업을 수행하였으며, 18시에 

퇴근하여 휴식하였다.

11월 15일은 08시에 출근하여 비행전점검 및 화재진화 대기하였으나 

비행은 실시하지 않았고, 18시에 업무를 종료하고 퇴근하여 휴식하였다.

사고당일인 11월 16일은 08시에 출근하여 비행전점검 및 화재진화 대기 

중 16:25경 화순군으로부터 산불진화 요청을 받고 16:28경 비행계획서를 

제출 후 16:35경 이륙하였다.

정비사의 진술에 의하면 조종사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으며, 비행 전 음주 

등 특이 사항은 없었다고 하였다.

8)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 자격번호 : 2906(‘08.3.5)
9) 제1종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번호 : 122-19718(‘17.10.11~’18.10.31 유효)
10) 항공무선통신사자격증 자격번호 : 97-34-1-0060(‘97.4.12)
11) KA-32(‘06.6.2), AS350('08.2.27), MD500/H369(‘06.2.27), B206(’08.2.27), 헬리콥터/육상다발(‘06.6.2),

헬리콥터/육상단발(‘96.12.19)
12) 개정번호 4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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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정비사

정비사(38세, 남)는 조종사와 함께 전라남도 보성․화순․고흥지역의 산

불예방 및 진화를 위해 벌교 생태공원을 대기장소로 정하여 파견근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유효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13)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고당일 08시에 출근하여 조종사와 함께 비행전점검을 수행하였다.

16:25경 화순군으로부터 산불진화를 요청받고 화재진화용 물주머니의 장착

상태 등을 포함하여 출동을 위한 항공기 점검을 실시하였다.

HL9170이 이륙한 약 1분 후에 정비사는 조종사로부터 항공기가 정상적

으로 이륙하여 비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평소와 같이 무전기로 수신하였으

며, 비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6:40경 산불지상감시요원14)으로부터 구두로 항공기의 사고소식을 접수

한 정비사는 현지에서 고용된 직원과 함께 차량을 이용하여 17:05경 사고

현장에는 도착하였다.

1.6 항공기 정보

1.6.1 항공기 일반정보

HL9170은 1994년 1월 7일에 프랑스의 에어버스 헬리콥터사15)가 제작16)

한 AS350B-2 형식의 헬리콥터이며, 에어로피스는 이전 소유자인 통일항공

으로부터 구매하여 2010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에 이전등록을 하였다.

HL9170 헬리콥터의 일반정보는 [표 2]와 같다.

13) 항공정비사 자격번호 : 10686(2009.12.3)
14) 보성군에서 파견하여 근무중인 산불감시자(대기장소 뒤편에서 근무중)
15) Eurocopter사에서 Airbus Helicopters사로 회사명 변경

16) 일련번호: 2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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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일반정보

제작사
에어버스 
헬리콥터사

형식 AS350B-2

등급 육상단발 자중 1,162kg
최대순항속도 287km/h 최대이륙중량 2,250kg

총 사용시간/횟수 4,238.35/9,479
정비 후 

사용시간/횟수
14.1/20

항속거리 671km 탑승좌석 5석

[표 2] 항공기 일반정보

HL9170은 유효한 등록증명서17), 감항증명서18), 운용한계지정서19), 무선국허

가증20)을 보유하고 있었고, 연료는 JET A-1을 사용하였으며 항공기의 외부 치수

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항공기의 외부 치수

17) 등록증명서 번호: 2010-093, 발행일: 2010.9.24
18) 감항증명번호: AS09059, 발행일: 2009.11.6
19) 지정번호: ASOL09059, 발행일: 2009.11.6
20) 허가번호: 46-2005-10-0000021, 발행일: 2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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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엔진 및 주요 구성품 사용현황

HL9170은 사프란(SAFRAN)21)에서 제작한 ARRIEL 1D1 형식의 터보샤

프트 엔진과 에어버스 헬리콥터에서 제작한 주회전날개를 장착하였으며 엔

진 및 주요 구성품의 사용시간은 [표 3]과 같다.

시간
구성품 일련번호 제작일 장착일

총 사용시간 
/횟수

엔진 19458 2011.8.25 2013.9.12 884.4/936

메인기어박스 M1227 1996.5.3 2016.10.19 3,858.07

주회전날개

1번 10569

1998.3.20 1999.7.23 2,375.172번 10572

3번 10578

꼬리회전날개
기어박스

MA1831 1999.7.16 2010.11.8 3,676.35

꼬리회전날개 7205 1998.4.3 1999.7.23 3,174.33

화물고리 982 1998.10 2014.4.11 -

[표 3] 엔진 및 주요 구성품 사용시간

1.6.3 항공기 정비 이력

AS350B-2의 검사프로그램은 에어로피스의 정비규정22)에 따라 일일점검

과 정시점검으로 구분되어 있다.

일일점검은 비행전점검, 비행중간점검, 비행후점검 및 7일 주기의 

P-Check로 구성되고, 정시점검은 100시간, 150시간, 300시간 및 600시간 점

검에 추가하여 기본검사, 보충점검, 특별검사로 구성된다.

사고당일 수행된 비행전점검을 포함하여 탑재용항공일지에 기록된 6개월

간의 정비사항을 검토한 결과, 운항에 영향을 미칠만한 결함사항은 없었다.

21) 엔진은 터보메카(TURBO MECA)에서 제작하였으나, 사프란(SAFRAN)으로 회사명을 변경

22) 정비규정 개정번호(개정일자): 12(2017.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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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점검은 정비규정과 제작사 권고방식에 따라 [표 4]와 같이 자체정비

로 수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검주기 수행일자
수행당시 항공기 
비행시간/횟수

비고

150H/6M 2017. 7. 6 4,223.45 / 9,454

자체 수행23)

100H 2017.10.12

4,224.25 / 9,459

150H/12M 2017.10.18

300H 2017.10.18

600H/6M 2017.10.18

600H/24M 2017.10.23

[표 4] 항공기 정비 이력

기본검사는 600시간 또는 2년 주기로 실시하며, 부분품과 시스템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시험과 항공기의 감항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품에 대한 상태검사(OC, On Condition)24)를 포함한다.

보충점검은 150시간 또는 1년 주기로 실시하며, 기본검사의 검사주기 보

다 짧은 검사주기를 갖는 장비품의 상태를 점검한다.

특별검사는 신품, 재생품 또는 수리품등을 장착할 경우 지정된 시기에 

일회성으로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6.4 중량 및 평형

HL9170이 이륙 시 이륙중량과 무게중심은 정상 허용범위 내에 있었으며,

또한 사고 시의 예상된 중량과 무게중심도 정상 허용범위 내에 있었다. 중량 

및 평형 산출표는 [표 5]와 같다.

23)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아 자체수행(인가일: 2011.1.28.)
24) OC(On Condition): 기체, 엔진 및 장비품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다음 점검주기까지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사용하고, 결함이 발견될 경우 수리 또는 교환하는 정비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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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중량(kg) C.G.(m) Moment(kg×m )
운항중량25) 1,286.50 3.50 4,502.75
연료26) 347.00 3.48 1,207.56
조종사 70.00 1.55 108.50
물주머니 56.00 3.27 183.12
종합 1,759.50 3.41 6,001.93

[표 5] 중량 및 평형 산출표

HL9170의 무게중심 한계 및 추락당시 HL9170 무게중심 위치정보는 [그

림 5]와 같다.

[그림 5] HL9170의 중량 및 평형표

추락당시 HL9170의 무게중심(Center of Gravity)은 후방 3.41(C.G

LIMITS 내의 붉은 점)로서 운항제한치27) 이내였다. 중량과 평형은 HL9170

의 비행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5) 항공기자중 및 카고훅 포함
26) 탑재연료(347kg)는 2시간 40분 비행 가능함(시간당 연료소모량 128kg)
27) 이륙중량 1,759.50kg, CG범위:3.17-3.47



사실정보 항공기사고 조사보고서

- 13 -

1.7 기상정보

비행임무를 위해 참고한 기상은 UBIKAIS28) 기상정보 및 기상청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였다고 정비사는 진술하였다.

사고지역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벌교기상관측소의 

관측자료에 따르면 [표 6]과 같이 비행 중인 16:35부터 16:40사이의 풍속은 

0.5~1.4km/h의 남서풍에서 서풍, 기온은 11.5~12.0℃, 시정은 20km 이상,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인 시계비행기상상태였다. 기상은 HL9170의 

비행에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기상청 관측자료

1.8 항행안전시설

해당사항 없음

28) UBIKAIS(Ubiquitous+Aeronautical Information System of KOREA)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 및 권고사항인 부속서15(Aeronautical Information on Services)에서 규정한 항공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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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통신

해당사항 없음

1.10. 비행장 일반정보

HL9170의 이착륙장으로 사용한 벌교 생태공원 잔디운동장은 부산지방

항공청이 허가한 장소로서 사고지점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6km의 거리에 

있다.

1.11 비행기록장치

HL9170에는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실음성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지 

않았으며, 「항공안전법」제5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제3호29)에 따라 이들 장치는 설치가 요구되지 않았다.

1.12 잔해 및 충격정보

1.12.1 사고현장의 지형 및 잔해분포

HL9170의 추락지점은 [그림 6]과 같이 전남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1227-1번지의 논으로 인근에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었고 마을 뒤쪽과 우

측에는 낮은 야산으로 둘려져 있었다. 사고헬기 추락 전에 항공기로부터 

이탈되었던 물주머니는 추락지점에서 동쪽으로 약 270m 떨어진 인근 야산

에서 발견되었다.

사고 동영상을 개인용 휴대전화로 촬영한 목격자30)(남, 30대)는 사고지

29) 설치의무대상 헬리콥터: 1989.1.1. 이후 제작된 최대이륙중량 3,180kg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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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북쪽으로 약 400m 떨어진 주유소 옆에 있었고, HL9170은 꼬리회전

날개 탈락 후 마을의 북동쪽에서 옆방향으로 마을 상공을 지나 서쪽으로 

진행(Crabbing) 후 선회하면서 마을 앞쪽(북쪽)에 위치한 논으로 추락하였

다. 당시 논은 이미 추수가 끝난 상태에 있었다.

[그림 6] 사고현장의 지형 및 잔해분포

30) HL9170이 처음 선회하던 지역으로부터 약 4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 한 주유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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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전방동체 및 조종실

HL9170은 추락 시 충격에 의해 [그림 7]의 좌측과 같이 계기판, 출입문

과 캐노피 등이 심하게 파손되었으며, [그림 7]의 우측과 같이 후방동체는 

전방동체에서 분리된 상태였다.

그 밖에 조종석 의자, 조종간, 페달 등 조종석 내부의 부품들은 지상에 

충격 시 조종석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으며, 파손된 잔해는 전방동체로부터 

반경 10m 내외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다.

<전면> <후면>

[그림 7] 전방동체 손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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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후방동체

추락 충격에 의해 전방동체로부터 분리된 후방동체는 외부 물질에 의해 

강한 충격을 받아 아래 [그림 8]과 같이 후방동체, 수직안정판 및 우측수평

안정판 등이 심하게 함몰되어 꺾이는 손상을 입었다.

[그림 8] 손상된 후방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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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주회전날개

주회전날개는 [그림 9]의 상단과 같이 3개 모두 충격에 의해 날개의 중

간부분이 손상된 상태로 동체에 연결되어 있었다.

주회전날개의 손상은 추락 시 지면에 충격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

며, 날개깃이 찢어지거나 날개 중간부분이 꺾이는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그림 9] 주회전날개 손상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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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엔진

엔진은 동체상부, 로터마스트 뒤쪽에 장착되어 있으며, 에어로피스 소속 

정비사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연료 차단밸브를 작동시켰을 때까지 엔진은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

또한, 엔진의 육안점검 결과 [그림 10]과 같이 공기흡입구와 터빈 블레

이드에는 손상된 흔적이 없으며, 엔진 배기구 쪽으로 손을 넣어 터빈을 회

전시켰을 때 저항 없이 회전하였다.

사고당시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으며 본 사고원인과는 관련이 없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엔진 위치 및 흡배기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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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꼬리회전날개

꼬리회전날개는 사고기 추락장소에서 동북동 방향으로 약 300m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되었다.

꼬리회전날개는 [그림 11]과 같이 2개의 회전날개 중에서 하나는 기어박

스 쪽 뿌리부분에서 파손되어 이탈되었으며, 남아 있는 하나의 회전날개는 

기어박스 쪽 뿌리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발견된 꼬리회전날개는 기어박스와 연결된 상태로 꼬리회전날개 구동축

이 회전저항력에 의해 절단되어 분리되어있었다.

<정상적인 꼬리회전날개> <손상된 꼬리회전날개>

[그림 11] 꼬리회전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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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꼬리회전날개 구동축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은 회전저항에 의해 [그림 12]와 같이 전방 플랜지 

및 후방 플랜지 등 3군데가 절단되었다. 구동축의 절단면을 강한 트위스트

가 작용되어 파괴된 것으로 보였다.

이는 엔진의 구동력이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의 말단지점(3번 지점 이후)

에서 강한 저항이 작용하여 구동축을 연결하는 플랜지에서 절단된 것으로 

보였다.

[그림 12] 꼬리회전날개 구동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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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물주머니(Bambi Bucket)

HL9170이 사용한 910리터 용량의 물주머니는 추락위치에서 동북동 방

향으로 약 270m 떨어진 야산에서 손상된 상태로 발견31)되었다.

주황색 타포린32)으로 제작33)된 물주머니는 외부에서 회전하는 물체의 

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처럼 보였으며, 그 손상 부위는 [그림 13]과 같이 

물주머니 하단으로부터 약 20cm에서 약 45도 경사진 위쪽 방향으로 길이

가 약 30cm 정도 절단되어 있었다.

물주머니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한 물주머니 길이방향으로 설치된 유리

섬유(Fiber Glass)로 제작된 활대(Batten, 두께 1cm x 폭 4cm x 길이 1m)

16개 중 3개가 충격으로 파손되어 있었다.

[그림 13] 손상된 물주머니

31) 꼬리회전날개가 발견된 곳에서 약 50m의 거리
32) 폴리에스테르 위에 PVC를 합성하여 만들어진 유연하면서 질긴 방수원단의 합성비닐 

33) 물주머니 제작사: SEI Industies,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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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의학 및 병리학적 정보

조종사는 유효한 항공신체검사 증명서34)를 소지하였으며, 건강상태는 양호

했던 것으로 정비사는 진술하였다. 사고 전에 주정음료 및 약물 등의 섭취여

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1.14 화재

이 사고로 화재는 없었다.

1.15 생존분야

1.15.1 기내좌석과 안전벨트

HL9170에 장착된 좌석은 총 5석으로 전방에 2석, 후방에 3석이 횡으로 

배치되어 있었으며 모두 4점 안전벨트가 장착되어 있었다. 좌석의 일부는 

추락 시 충격으로 파손되었다.

1.15.2 비상대응

16:40경 목격자로부터 사고발생을 접수한 보성소방서 상황실은 16:41경 

보성소방서 구조대 및 인근지역의 119안전센터를 현장에 출동시켰다.

각 안전센터에서 출동한 구급대가 16:50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조종사는 

항공기에서 하기되어 가슴 및 좌측안면이 함몰된 상태로 누워있었으며, 골절 

및 다량 출혈의 상태에 있었다.

34) 발급번호: 122-19718(2017.10.11~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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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맥박 및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 실시하고 

17:01경 병원을 향해 출발하였으나, 병원도착 전 심정지 상태로 사망하였다.

구급차 1대를 포함하여 차량 총 5대 및 인원 25명이 비상대응을 위해  

지원되었다.

1.16 시험 및 연구

HL9170의 추락 원인이 화재진화용 물주머니가 꼬리회전날개에 부딪혀 

꼬리회전날개가 탈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이를 입증할 시험

이 필요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주머니의 길이를 측정하여 헬리

콥터기체의 길이와 비교·분석하였고,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에 묻어있던 

페인트와 복합소재 조각을 수거하여 위원회 분석실에서 시험을 하였다.

그 결과, 물주머니의 파손 위치는 헬리콥터의 화물고리부터 꼬리회전날

개 최전방까지의 거리와 일치하였으며, 수거한 페인트와 복합소재 조각은 

꼬리회전날개의 성분과 물주머니의 소재와 동일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꼬리회전날개가 물주머니를 충격하여 물

주머니가 손상된 방향과 일치되었다.

물주머니의 전체 길이, 물주머니의 손상 형태,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

에서 수거된 페인트 조각과 복합소재 조각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 및 연구 

내용은 이 보고서의 제2장 분석에서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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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조직 및 관리 정보

1.17.1 조직

에어로피스는 2010년에 설립된 항공기사용사업체로서 주로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산불진화, 농약살포, 외부 화물운반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

며, 사업장은 경기도 김포시 김포항공산업단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그림 14]와 같이 3개 본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표 7]과 

같이 사고기를 포함하여 6개 기종, 9대의 헬리콥터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임직원은 조종사, 정비사 및 일반직원 등 총 6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림 14] 에어로피스 조직도

헬리콥터 형식명 대수 비고
AS-350B2 1 사고 헬리콥터

BELL214ST 1
BK117B-1 1
MD-500N 1
AS365N2 1

S-61N 4
합계 9

[표 7] 보유 헬리콥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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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조종사 자격관리

에어로피스 운항규정 4.2항에 따르면, 기장의 임명조건으로는 사업용조

종사자격증명 이상,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조종사로서 비행경력 1,000시간 이상, 당해 형식 항공기 비행경력 100시간 

이상 및 기장임명훈련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장임명훈련은 지상교육 10시간35) 및 비행훈련 5시간36)을 실시하며, 정

기훈련은 매년 주기적으로 지상교육 20시간37) 및 비행훈련 3시간38)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7.3 조종사 교육훈련 및 평가

사고 조종사는 운항규정 제4.3항에 따라 2010년에 초기훈련 및 기장임명

훈련을 이수39)하였고, 정기훈련40)을 규정에 따라 매년 적합하게 받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최근 조종사의 비상절차 훈련은 2017년 정기훈련 과목으로 비정상/비

상절차(Abnormal/Emergency Procedures)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내용에

는 꼬리회전날개 고장(Tail Rotor Fail)에 대한 이론교육과 구술에 의한 

기량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1.17.4 항공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운영

항공안전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에어로피스는 항공

안전관리시스템(SMS Manual)을 2011.4.25에 제정하였고, 사고 당일까지 총 4회 

35) 항공법(1), 비행교범(5), 계기비행(2), CRM(1), 평가(1) 등 총 10시간

36) 평가포함

37) 비행교범(4), 비상장비와 실습(1), CRM(1), 항공기상(3), 항공정보 및 절차(2), 위험물 및 보안(2),

계기비행 및 비상상황대처법(2), 산불진화(1), 화물운송(1), 평가(1) 등 총 20시간

38) 평가포함
39) 2010.10.20. ~ 11.8
40) 2017년 정기교육: 2017.7.12. ~ 10.18 (매주 둘째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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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최근 개정일 2017.1.13)하여 서울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에어로피스는 항공안전관리스템 운영에 있어서 안전정책, 위험관리, 안

전보증, 안전증진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정하고 있는 SMS 매뉴얼이 

있다.

SMS 운영에 있어서 회사의 최고관리자인 대표이사는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안전직원으로 안전관리자와 안전담당자를 임명하여 

SMS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 안전회의, 안전교육, 안전정보 수집 및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SMS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1.18 추가정보

1.18.1 사고지역 비행환경

이착륙장으로 사용한 벌교생태공원은 순천만 습지관리지역41)으로 갈대

밭, 습지, 염습지가 골고루 발달되어 철새도래지로 특별 관리되고 있으며,

겨울철새인 청동오리, 흑두루미, 재두루미, 왜가리 등 다양한 종류의 새가 

인근의 지역 내 서식 중에 있다.

사고발생 지역도 철새들의 먹이와 물이 풍부한 생태습지, 벌교천, 추동

저수지, 동교저수지 등이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철새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저고도로 비행하는 헬리콥터에는 충돌위

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사고 조종사가 산불방지 계도비행을 위하여 주로 이용하던 

비행구간이었으며 비행경로 주변에는 제출된 다른 항공기의 비행계획은 없

었고, 목격자나 레이다에 탐지된 항공기도 확인되지 않았다.

41) 순천지역 40km의 해안선으로 갯벌, 갈대밭, 염습지가 골고루 발달되었으며 2003년“연안습지보

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철새 도래지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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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목격자 진술

사고현장에서 약 400m 떨어진 곳에 있었던 목격자는 우연히 바라보았던 

도로 건너편 야산의 상공에서 항공기가 곡기비행을 하는 듯 2~3회 정도 좌로 

급선회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개인용 휴대전화로 약 35초 동안 촬영하였다.

『비행하던 항공기가 사고지역의 150~200m 높이42)에서 항공기로부터 

“딱~” 하는 소리가 들렸고, 곡기비행을 하는 것처럼 항공기가 왼쪽으로 

4~5회 회전 후 고도가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고도가 내려가면서 일시적으로

정상적인 수평자세로 항공기가 동쪽으로 약 300m 옆으로 밀리면서 상승

하려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 다시 왼쪽으로 6~7회 회전 및 고도가 떨어

지면서 꼬리부분에서 하얀 연기가 발생하였고 추락하였다』고 목격자는 

진술하였다.

다른 목격자인 동네주민은 『항공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곡기비행

을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항공기 아래로 어떤 물체가 떨어졌으며 잠시 후

에 또 다른 노란 물체가 항공기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사고현장에 도착한 또 다른 동네주민은 『항공기가 논에 추락한 후에도 

상당시간 동안 엔진이 작동하고 있었고 주회전날개도 회전하고 있었다. 조

종사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진술

하였다.

1.18.3 꼬리회전날개 이탈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조사한 결과, HL9170의 물주머니가 꼬리회전날

개에 충격 후 [그림 15]의 ①과 같이 꼬리회전날개 2개 중 하나가 먼저 이

탈된 상태에서 수직선회 강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구치길 47에 있는 산의 높이가 70m 정도이며, HL9170은 산 정상에서 산의 높이보다 2~3배 정

도 위에 있었다고 목격자가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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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종사는 ②와 같이 항공기를 잠시 통제하는 듯 수평전진비행을 

하였고, ③과 같이 기어박스를 포함한 나머지 꼬리회전날개가 항공기로부

터 완전 이탈된 상태에서 전진비행 및 좌편요 선회가 이루어졌다.

꼬리회전날개

분리

① 꼬리회전날개 1개 
이탈된 상태

② 나머지 꼬리회전날개 및
기어박스 이탈 직전

③ 나머지 꼬리회전날개 및
기어박스 이탈 직후 

[그림 15] 꼬리회전날개 이탈 과정

1.18.4 화재진화용 물주머니

물주머니를 사용하려면 헬리콥터 배면에 화물인양고리(Swing Cargo

Hook, 이하 “화물고리”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며, 그 화물고리의 하단에 

물주머니 연결고리를 장착한다.

HL9170이 화재진화용으로 사용한 물주머니는 SEI 인더스트리43)에서 제

작한 용량 910리터(240갤런)의 BB2024모델이며 사고 항공기와 함께 통일항

공으로부터 인수44)하여 사용 중이었다.

물주머니에 대한 서비스매뉴얼45)에 따르면, BB2024모델의 자체중량은 

58kg이고 [그림 16]과 같이 덤프밸브가 개방된 상태의 길이는 612cm로 명

시하고 있다.

43) 7400 Wilson Avenue Delta, B.C. Canada
44) 물주머니의 도입(‘10.6.28) 및 장착시기에 대한 기록은 없었음

45) Bambi Bucket(2024-4453 Models) Service Manual(2017 Version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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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화재진화용 물주머니(Bambi Bucket)

그러나 동일 제작사에서 발행한 운영매뉴얼46)에 명시된 동일 모델의 총

길이가 “20(ft) 1(inch)” 및 “592cm”로 표기되어 있었다. “20(ft) 1(inch)”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612cm에 해당하므로 운영매뉴얼에 명시된 “592cm”는

잘못 환산된 것이었다. 실제로 위원회는 수거한 물주머니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612cm였음을 확인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운영매뉴얼에 오류가 있

음을 제작사에 알렸고, 제작사는 이를 개정47)하여 수정완료 하였다.

물주머니에 대한 서비스매뉴얼은 항공기에 장착된 상태로 이동시 물주

머니와 지지선/조절선이 꼬이거나 엉키는 것을 방지하고 물주머니의 컨트

롤헤드 방향을 항공기 진행방향으로 고정하기 위해 추가연결고리48)(Second

Shackle) 사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HL9170는 [그림 17]과 같이 13cm 길이

의 추가연결고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46) Bambi Bucket Operations Manual - Version G, Issue Date: July 2013
47) Bambi Bucket Operations Manual 2019A
48) 추가 연결고리를 사용해야 물주머니의 장착방향을 90˚ 변경가능하며 물주머니 내부에 있는 밸러

스트를 항공기 진행방향으로 위치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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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물주머니

1.18.5 화물운용에 관한 제작사 안전권고

항공기 제작사는 화물운용에 의해 발생한 사고를 분석하여, 예방대책 및 

꼬리회전날개 고장 시 조치사항 등을 SAFETY INFORMATION NOTICE

(No.3170-S-00(rev.1, 2017.10.03.발행, 이하 “SIN”이라 한다)를 통해 공지하

였다.

1.18.5.1 화물고리 운용 비행 사고율

2017년에 발행한 SIN에 따르면, [그림 18]과 같이 지난 17년간(2000년 ~

2016년) 꼬리회전날개 타격 사고를 포함한 외부장착물에 의한 사고가 31%

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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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헬리콥터 사용사업의 사고 유형

또한 항공기 제작사에서 발행한 Letter Service49)에 외부장착물에 의한 

사고를 유형별로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화물고리에 장착된 화물이 헬리콥터 기체와 꼬리회전날개에 충격을 

가해 발생한 사고 비율(41%)

② 화물 장착상태에서 지상운용 시 발생한 사고 비율(26%)

③ 엔진정지 등 기계적 결함에 의한 사고 비율(26%)

④ 기타 사유에 의한 사고 비율(7%)

가장 많은 범주의 사고유형(41%)을 차지하고 있는 외부화물에 의한 사

고의 원인은 급격한 강하기동으로 발생하거나, 빈 화물주머니를 장착하고 

비행할 경우 화물주머니가 낙하산과 같이 뒤로 날려 발생될 수 있다.

외부화물의 꼬리회전날개 충격은 화물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 꼬리회전날

개 쪽으로 이동하여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물주머니의 서비스매뉴얼에서도 

빈 물주머니가 꼬리회전날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49) Airbus, Letter Service No.1727-25-05, 1) Accident reported over the 6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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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2 외부화물 운용시 비행 절차

화물고리에 장착된 외부장착물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항공기 제작사

는 아래와 같이 항공기 운용사에 공지하고 있다.

 With unloaded slings, avoid descending at airspeeds above Vy, and 
avoid load factors less than 0.5g. Maintain visual control on your line 
(mirror or equivalent).

It was very likely that the monsoon bucket flew up towards the tail 
rotor due to a combination of forward air speed and turbulence.

즉, 헬리콥터가 화물 없이 빈 슬링만을 매달고 비행할 때에는 하강속

도를 Vy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Load factor는 0.5g51) 이상을 유지

하고, 육안(거울 또는 유사한 수단)으로 확인해야 한다.

항공기 속도와 난기류의 조합으로 물주머니가 꼬리회전날개 방향으로 

날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SIN은 항공기속도를 Vy 이하로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1.18.5.3 물주머니 운용시 비행 제한사항

AS350B-2 헬리콥터의 비행교범52)에는 화물고리를 이용한 외부화물장착 

운용 시 초과금지속도(VNE)를 80노트로 제한한다. 또한 정상절차 비행 기

동 시에는 부드러운 조작과 점진적인 증속 및 감속 그리고 미세한 선회를 

하도록 하고 있다.

50) Vy는 Best rate of climb speed로서, AS350B2는 55노트임. 내용은 “항공기 강하시 55노트 이상
을 회피하라”를 의미 함.

51) 0.5g는 물체의 중량이 가벼워지는 정도의 낙하상태임(0.0g와 1.0g의 중간정도). 내용은 “급격한 
기수강하자세 혹은 콜렉티브 피치 감소기동에 의한 0.5g이하 중력감소 상황을 회피하라”를 의
미 함.

52) Flight Manual AS350B2 Supplement External Load Transport “Cargo Swing” 2.Limitation,

4.Normal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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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itations (V.N.E)
Absolute maximum permissible speed with a load on the hook is 
80kt(148km/h, 92MPH)

- Normal Procedures (Maneuvers)
All control movements should be made very gently, with very gradual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and only slightly banked turns.

물주머니 운영매뉴얼에도 화물고리에 물주머니를 장착한 상태에서 운용

시 초과금지속도를 80노트로 제한하며 항공기 속도를 증속시킬 때에는 물

주머니가 뒤로 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천천히 증가

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1.18.6 에어로피스 운항규정

에어로피스의 운항규정 6.2에 비행 전 비행계획, 비행준비, 외부점검,

항공기 시동, 이륙 등의 표준운항절차가 명시되어 있고, 6.3에는 비정상 

운항철자가 명시되어 있다.

운항규정 6.3.4항 2호에 비행 중 비정상상황 발생 시의 운항승무원의 

임무와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비행 중 비정상상황 발생 시

가. 긴급사태 발생 시 기장은 항공기 비행교범에 정하는 기술조작을 행하고 신

속하게 가까운 항공교통관제기관에 통보한다.

나. 기장은 지상의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하여 손해가 없도록 불시착 장소를 결

정하여야 한다.

다.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탑재물을 투하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하물이 지상의 사람 또는 물체에 위해가 미치지 않는 장소를 선정

투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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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350B-2 비행교범53)에는 꼬리회전날개 구동축 고장 시의 비상절차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7.1 Tail Rotor Drive Failure
Loss of the tail rotor in power-on flight results in a yaw movement to 
the left ; the extent of such rotation will depend on the power and 
speed configuration at the time the failure occurs.

7.1.2 Failure in Forward Flight
In forward flight reduce the power as much as possible and maintain 
forward speed(weathercock effect), select a suitable landing area for a 
steep approach at a power enabling a reasonably coordinated flight.
On final approach, shut down the engine and make an       
autorotation. landing at the lowest possible speed.

1.18.7 긴급 안전권고 발행

위원회는 HL9170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헬기에 매달린 화재진화용 물

주머니가 꼬리회전날개에 충돌한 원인은 물주머니의 안전 길이를 준수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국내 산불진화 헬리콥터를 운영하는 국가기관, 관련업

체 등에게 운영 중인 물주머니의 길이를 점검하고, 물주머니 운영지침 마

련하도록 2018.7.26.부로 긴급 안전권고를 발행54)하였다.

점검 시 화재진화용 물주머니(Bambi Bucket) 길이 측정방법을 관련 제

작사 매뉴얼에 근거하여 [그림 19]와 같이 제시하였다.

53) Eurocopter AS350 Flight Manual Section3 Emergency Procedures
54) 문서번호: 사무국-1587(20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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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물주머니 길이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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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헬리콥터 반토크 시스템

헬리콥터 반토크 시스템은 항공기에 발생하는 토크(torque)현상55)을 꼬

리회전날개의 추력을 이용하여 제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비행 중 조종사는 주회전날개의 회전속도 및 피치각의 증감, 공기 밀도 

등에 따라 수시로 변화되는 토크량을 페달을 이용하여 꼬리회전날개의 피

치를 증감함으로써 헬리콥터 기수방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HL9170은 [그림 20]과 같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주회전날개와 토크

를 제어하기 위한 꼬리회전날개로 반토크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

주회전날개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동체는 반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토크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꼬리회전날

개의 추력을 좌측으로 발생시켜 항공기 기수방향을 제어한다.

[그림 20] HL9170의 반토크 시스템

55) 엔진에서 발생한 회전력이 주회전날개에 연결되어 회전하게 되면, 주회전날개에 연결되어 있는 
물체는 회전하는 주회전날개와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려는 현상, 뉴턴의 운동 제3법칙(작용과 반
작용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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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2.1 일반사항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의 충돌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실시한 분석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Ÿ 물주머니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물주머니는 매뉴얼에서 명시한 길

이보다 길었으며, 꼬리회전날개를 타격할 수 있는 길이로 측정되었

다.

Ÿ 제작사에서 발행한 안전문서(SIN)에 따르면 외부장착물에 의해 꼬리

날개를 포함하여 헬리콥터 동체가 손상된 사례가 다수 발생되었다

고 소개되었다.

Ÿ 물주머니에서 수거한 페인트조각을 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꼬리회

전날개의 표면에 도포된 페인트와 동일하였다.

Ÿ 물주머니에서 수거한 복합소재조각을 분석실에서 분석한 결과 꼬리

회전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소재와 동일하였다.

Ÿ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은 회전중에 연성파괴에 의해 파단되어 방향성

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의 길이

위원회는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의 충돌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서 회수한 물주머니의 길이와 동일 모델의 헬리콥터 동체 길이를 김

포공항에 있는 항공기사용사업체의 협조를 받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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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물주머니의 길이(연결고리부터 물주머니 끝단까지) 측정

HL9170은 [그림 21]과 같이 물주머니를 항공기의 화물고리에 연결하기 

위하여 13㎝ 길이의 추가연결고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전체 물주머니 총길

이는 추가연결고리에서 물주머니 끝까지는 580㎝, 그리고 추가연결고리에서 

덤프밸브까지는 625㎝로 측정되었다.

추가연결고리에서 덤프밸브까지는 625㎝로, 이 625cm에서 추가연결고리의 

길이 13㎝를 빼면 제작사 매뉴얼에 명시된 총길이56)와 거의 일치하였다.

물주머니는 물주머니 끝 약 20㎝ 위쪽에서 시작하여 약 45도 각도로 

30cm 길이로 경사지게 파손되었다. HL9170의 화물고리부터 물주머니의 파

손부위까지의 길이는 530~560㎝로, 이 길이는 추가연결고리에서 물주머니 

끝까지의 길이 580㎝ 안에 있게 된다.

[그림 21] 물주머니의 길이 측정

56) 추가연결고리에서 덤프밸브까지 625㎝ - 추가연결고리 길이 13cm = 서비스매뉴얼: 612cm, 운영매

뉴얼:61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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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동일 기종의 화물고리부터 꼬리회전날개까지 거리

[그림 22]와 같이 화물고리(Swing cargo hook)의 위치를 중립에 놓았을 

때 화물고리부터 꼬리회전날개의 최전방까지 거리는 555㎝로 측정되었다.

HL9170이 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화물고리를 최후방에 위치시킨 상태

에서 화물고리부터 꼬리회전날개의 최전방까지 거리는 530㎝로 측정되었다.

[그림 22] 화물고리로부터 꼬리회전날개의 최전방까지 거리

2.2.3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의 충돌 가능성 분석

동일 기종의 화물고리부터 물주머니의 파손부위까지 길이는 530~560㎝

로 측정되었고, 화물고리부터 꼬리회전날개까지의 가장 가까운 길이는 530

㎝로 측정되었다. 물주머니의 파손부위까지 길이와 화물고리부터 꼬리회전

날개까지의 가장 가까운 길이가 일치됨에 따라 꼬리회전날개가 물주머니를 

충격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HL9170에 물주머니 모델 BB2024의 케이블 길이를 조절하지 않고 장착

하여 운영할 경우, [그림 23]과 같이 꼬리회전날개가 물주머니에 충돌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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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꼬리회전날개의 물주머니 타격 상상도 

2.2.4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 충돌 가능성 검증

추가적으로 위원회는 HL9170이 사용한 실제 물주머니를 동일 형식의 

헬리콥터의 화물고리에 장착한 상태에서 물주머니를 뒤쪽으로 당겨서 꼬리

회전날개와의 충돌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확인결과 [그림 24]의 좌측 하단과 같이 물주머니 끝단과 꼬리회전날개 

최전방은 25cm 겹쳤으며, 실제 물주머니의 손상위치와 꼬리회전날개의 최

전방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행 중 어떤 이유에서 물주머니가 뒤쪽으로 당겨지거나 항공기 미부동

체와 평행으로 유지될 경우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는 충돌할 수 있음이  

재차 확인되었다.

추가하여 어떤 이유에서 화물고리에 장착된 물주머니가 분리된 상태에

서 꼬리회전날개에 충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한 결과, 물주머니의 콘

트롤헤드, 물주머니 내부의 무게추, 자체중량 및 항공기 진행 속도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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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본 절에서 검증된 사실, 제작사에서 제공한 정보 및 유사사례를 참

고할 때 본 사고는 화물인양고리에 물주머니가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된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24]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의 충돌 가능성 검증

2.2.5 물주머니 서비스 매뉴얼(Service Manual)

2.2.5.1 물주머니 사용

화재진화용 물주머니의 서비스매뉴얼은 [그림 25]와 같이 화물고리부터 

꼬리회전날개까지의 길이보다 긴 물주머니를 사용할 경우 꼬리날개에 충돌

되어 헬리콥터 조종불능으로 부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

고(Warning)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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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물주머니 Service Manual에 명시된 경고 문구

또한 잠재적인 꼬리회전날개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항공기의 화물고리부

터 꼬리회전날개까지의 최단거리는 물주머니의 총길이 보다 최소한 6인치

(15.2㎝) 이상 길어야 함을 [그림 26]과 같이 중요한 사항(Important Note)

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림 26] 물주머니 Service Manual에 명시된 중요한 사항

AS350B-2 형식의 헬리콥터는 화물고리를 최후방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화물고리부터 꼬리회전날개의 최전방까지 거리가 530㎝로 측정되었으므로,

물주머니 총길이는 514.8㎝(=530-15.2)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HL9170에 BB2024 모델의 물주머니를 사용하려면 운용 전에 물

주머니의 총 길이를 110.2cm(=625-514.8) 줄여서 운용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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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추가연결고리(Second Shackle) 사용

물주머니의 컨트롤헤드 방향을 헬리콥터의 진행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

물주머니의 장착 방향을 90도 변경하려면 추가연결고리(Second Shackle)를 

사용해야한다.

서비스매뉴얼에는 추가연결고리를 사용할 경우 [그림 27]과 같이 기존의 

연결고리와 같은 크기를 사용할 것을 경고(Warning)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연결고리 보다 큰 추가연결고리를 사용할 경우, 동력선과 

뒤엉켜 비상시 물주머니를 분리시키는 플러그(Break-away plug)를 뽑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27] 물주머니 Service Manual에 명시된 경고 문구

HL9170은 [그림 28]과 같이 기존의 연결고리는 10cm이며, 13cm의 추가

연결고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림 28] HL9170의 추가연결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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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물주머니에서 수거한 페인트조각 비교

물주머니의 내부에서 파란색 페인트조각을 수거하였으며, 이를 꼬리회전

날개 표면에 도포된 페인트와 비교하기 위해 꼬리회전날개에서 페인트를 

채취하였다.

2.3.1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물주머니의 내부에서 수거한 페인트조각(A)과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페인트조각(B)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그림 29]와 같이 색상과 재질이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물주머니에서 수거>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

[그림 29] 페인트조각의 현미경 사진 비교

2.3.2 에너지분산형분광기를 이용한 성분 분석

에너지분산형분광기57)를 이용하여 물주머니의 내부에서 수거한 페인트

조각(A)과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페인트조각(B)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주로 C(탄소), O(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Si(규소), Al(알루미늄), Ca(칼

슘), Fe(철), Mg(마그네슘) 순의 함량비를 나타냈다. 두 페인트의 원소 함량

비가 [그림 30]과 같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57) 에너지분산형분광기(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 시료에 전자선(Electron

beam)을 조사 시 방출되는 X선 에너지를 이용하여 함유된 원소의 종류와 함량을 조사하는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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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페인트조각의 성분비교

2.3.3 적외선분광기를 이용한 분석

적외선분광기58)를 이용하여 물주머니의 내부에서 수거한 페인트조각(A)

과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페인트조각(B)에 대해 성분을 분석하였다. [그

림 31]은 두 페인트의 분석 결과를 겹쳐서 표기한 것이며, 분석 결과 주요 

스펙트럼이 일치하였다.

[그림 31] 페인트조각의 적외선분광기 분석비교

주) 두 스펙트럼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두 종류의 페인트조각 분석 시 대기

중의 CO2 조성 차이(2200cm-1)와 분석 환경(샘플의 두께 및 압력 차이 등)의 차이

에서 발생된다.

58) 적외선분광기(FT-IR) : 시료에 빛을 조사하여 흡수하는 에너지를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는 분석 

장비로써 유기 시료의 주성분을 분석하는 분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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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페인트조각 분석 결과

물주머니 내부에서 수거한 페인트조각(A)과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페인트(B)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색상과 재질이 유사한 이미지로 확인

되었다.

성분 구성 확인을 위해 에너지분산형분광기로 분석한 결과, 페인트조각

(A)와 (B)의 원소 함량비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적외선분광기 분

석을 통해 물주머니 내부에서 수거한 페인트조각(A)과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페인트(B)가 동일 성분임이 확인되었다.

2.4 물주머니에서 수거한 복합소재조각 비교

물주머니의 손상된 활대에서 복합소재조각을 수거하였으며, 이를 꼬리회

전날개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소재와 비교하기 위해 꼬리회전날개로부터 복

합소재를 채취하였다.

2.4.1 현미경을 이용한 관찰

손상된 물주머니의 활대에서 수거한 복합소재조각(C)과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복합소재조각(D)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색상과 재질이 유사하게

[그림 32]와 같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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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주머니에서 수거>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

[그림 32] 복합소재조각의 현미경 비교

2.4.2 에너지분산형분광기를 이용한 원소분석

에너지분산형분광기를 이용하여 물주머니의 내부에서 수거한 복합소재

조각(C)과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복합소재조각(D)에 대해 원소를 분석

하였다.

주성분은 C(탄소), O(산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Si(규소), Al(알루미늄),

Mg(마그네슘), Ca(칼슘) 순의 함량비를 나타냈다. 두 복합소재의 원소 함량

비가 [그림 33]과 같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 복합소재조각의 성분비교

2.4.3 적외선분광기를 이용한 분석

적외선분광기를 이용하여 물주머니의 내부에서 수거한 복합소재조각(C)

과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복합소재조각(D)에 대해 성분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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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는 두 복합소재조각의 분석 결과를 겹쳐서 표기한 것이며, 분석 

결과 주요 스펙트럼이 일치하였다.

[그림 34] 복합소재조각의 적외선분광기 분석비교

주) 두 스펙트럼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두종류의 복합소재조각 분석시 대기

중의 CO2 조성 차이(2200cm-1)와 분석 환경(샘플의 두께 및 압력 차이 등)의 차이

에서 발생된다.

2.4.4 복합소재조각 분석 결과

물주머니 활대 내부에서 수거한 복합소재조각(C)와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복합소재조각(D)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색상과 재질이 유사한 

이미지가 확인되었다.

에너지분산형분광기(EDS)의 원소 분석 결과, 복합소재조각(C)와 (D)의 

원소 함량비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적외선분광기(FT-IR) 분석을 통해 물주머니 활대 내부에서 수거한 복합

소재조각(C)와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복합소재조각(D)가 동일 성분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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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꼬리회전날개 구동축 파단면 분석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의 파손된 단면을 광학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으

로 관찰하였다. [그림 35]의 하단 좌측 사진(E)는 파단면의 위치를 추정해 

근접시킨 사진이다. 파란색 점선으로 표기한 시료를 파단면 분석에 사용하

였다.

[그림 35]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의 파단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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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광학현미경 관찰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의 파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사진은 [그림 

36]이다.

[그림 36]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의 파단면 현미경 이미지

2.5.2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파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이미지는 [그림 37]이다. 구동축이

회전 중에 파단되어 화살표와 같은 방향성이 나타났으며, 파단면 시료 모두

딤플59)이 확인되어 연성파괴60)로 인해 파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59) 딤플(dimple) : 연성파괴 시 미소공동(micro cavity)이 형성되고 합체되어 파단면이 생성된다. 이 때 관찰되
는 파단면은 골프공의 표면과 같은 요철을 나타내는데, 이를 딤플이라 한다.

60) 연성파괴(Ductile Fracture) : 재료가 항복점을 넘는 응력에 의해서 소성 변형을 일으킨 다음에 일어나는 파
괴를 연성파괴라 한다.



분석 항공기사고 조사보고서

- 52 -

광학현미경 이미지 주사전자현미경 이미지

[그림 37]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의 파단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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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의 파단면 분석 결과

꼬리회전날개 구동축의 파단면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정밀 분석한 

결과, 구동축이 회전 중에 파단되어 방향성이 나타났고, 딤플이 확인되어 

연성파괴로 인해 파단된 것으로 추정된다.

2.6 제작사 안전권고 검토

제작사가 발행한 SIN, Letter Service 등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유형의 헬리

콥터 사고는 외부화물에 관련되어 발생한 것으로 약 31%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41%는 외부화물이 헬리콥터 기체와 꼬리회전날개에 충돌하여 발생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외부화물이 꼬리회전날개에 충돌한 원인은 헬리콥터의 급격한 강하기동

으로 비행 중 장착된 빈 화물주머니가 낙하산과 같이 뒤로 날려 발생된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물주머니의 서비스매뉴얼은 빈 물주머니가 꼬리회전날개

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비행교범은 외부화물장착 

운용시 초과금지속도(VNE)를 80노트로 제한하고 항공기 속도를 증속시킬 

때는 천천히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였고, 바람도 약하여 비행에 영향을 줄만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의 물주머니가 꼬리회전날개를 타격하

게 된 원인은 빈 물주머니를 매달고 산불현장으로 비행하는 중에 조종사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철새와 같은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 조

종간을 급격하게 조작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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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비상훈련

항공기의 꼬리회전날개 탈락에 대한 조종사의 비상절차 과정을 제작사 

비행교범, Letter Service에서 설명한 비상절차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2.7.1 꼬리회전날개 고장시 비상절차

Letter Service는 화물에 의한 꼬리회전날개 접촉으로 통제력이 상실되어 

헬리콥터가 좌선회 될 경우에 대한 조종사의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소개

하고 있다.

Ÿ 피치를 최저로 선택

Ÿ 엔진 정지

Ÿ 선회가 멈추면 가능한 한 헬리콥터의 속도를 40노트로 유지

Ÿ 고도 강하

Ÿ 자동활공(Autorotation) 실시 

HL9170은 꼬리회전날개 구동축 절단과 기어박스를 포함한 회전날개의 

탈락으로 동력전달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러한 꼬리회전날개의 동력전달 기능상실시 조종사는 비상착륙지를 선

정하고 컬렉티브를 이용해 동력감소 및 속도를 증가시켜 좌편요 선회를 막

고, 엔진을 정지하여 자동활공 착륙을 시도하도록 비행교범은 명시하고 있

다.

조종사는 꼬리회전날개 고장을 인지하였을 때 물주머니를 적절하게 제

거한 것으로 보이나, 항공기 속도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좌편요 선회중에 

컬렉티브를 사용한 동력증가로 선회속도가 증가되면서 급강하 한것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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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비상절차 훈련

에어로피스는 산림항공본부와 MOU를 체결61)하여 2015년부터 모의비행

훈련장치(FTD)62)로 계기비행 및 비상절차 훈련을 실시해 왔다.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비행훈련의 목적은 실제비행으로 조작이 불가

능하거나 숙련되지 않은 조종사에 대해 실제 항공기에서 수행하기에 위험

한 훈련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조종사의 연도별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계기비행을 병행한 비상절

차 훈련은 2015년 120분, 2016년 100분, 2017년 40분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이는 실제 비상상황에서 활용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판

단된다.

HL9170 조종사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충분

한 기회와 여건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며, 실제 비상상황에서 조종사

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한 비상절차 훈련,

지상학 시간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61) 민간 산불진화 임차헬기조종사 대상 계기비행, 비상절차 훈련 MOU체결(2011.11.4.)
62) 모의비행장치는 항공기의 조종실을 동일 또는 유사하게 모방한 장치로서 장비가 고정된 상태에서 화면만 

변화하는 FTD(Flight Training Device)와 장비의 움직임과 화면의 동시 움직임을 통해 실비행과 같은 느낌

으로 시현되는 FFS(Full Flight Simulator)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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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3.1 조사결과

1. HL9170의 조종사는 비행에 필요한 유효한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학적, 병리학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2. HL9170은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운용한계지정서, 소음기준적합증명서 및 무선국허가증을 받

았다.

3. 에어로피스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산불진화, 농약살포, 외부

화물운송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체이다.

4. HL9170은 운항에 필요한 기체보험, 승무원 및 대인대물피해보험에 가입

되어 있었고 사고 당시 유효기간 내에 있었다.

5. 사고 당시 바람은 시속 0.5~1.4km의 남서풍에서 서풍, 기온은 11.5~12.

0℃, 시정은 20km 이상, 구름이 거의 없는 맑은 날씨로서 시계비행이 

가능한 기상상태였다.

6. 에어로피스는 전라남도 도청과의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헬리콥터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1월 2일부터 벌교생태공원에 헬리콥터 1

대와 조종사 등 직원 3명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7. HL9170은 화순군청으로부터 산불진화 출동요청을 받고 16:35경 이륙하여

산불이 발생한 전남 화순군 동복면 유천리 지역으로 비행중, 16:40경 

이륙한 장소로부터 약 6km 떨어진 보성군 벌교읍 고읍리 상공에서 

꼬리회전날개가 탈락되어 항공기가 비정상 선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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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L9170은 약 4~5회 반시계방향 회전, 측면 비행, 다시 6~7회 반시계방

향으로 회전하면서 추락하였고, 조종사 1명이 사망하였으며 기체는 대

파되었다.

9. HL9170의 꼬리회전날개 2개 중 1개는 기어박스와 구동축 일부와 함께 

탈락하여 항공기 추락지점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고,

물주머니는 꼬리회전날개를 발견한 곳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10. HL9170에 사용된 화재진화용 물주머니의 모델명은 BB2024였으며, 추가

연결고리와 덤프밸브를 포함한 물주머니의 길이는 제작사 매뉴얼에서 

정한 길이보다 길게 장착하여 안전거리를 미 준수하였다.

11. 동일기종의 헬리콥터의 화물고리에 물주머니를 장착하여 측정한 결과 

물주머니의 손상된 부위와 꼬리회전날개의 전방부의 위치가 일치하여 

물주머니는 꼬리회전날개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손상된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페인트조각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거된 페인트조각은 꼬리회전날개 표면에 도포된 페인트 

동일한 성분임을 확인하였다.

13. 손상된 물주머니와 꼬리회전날개에서 채취한 복합소재조각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거된 복합소재조각은 꼬리회전날개를 구성하는 복합소

재와 동일한 성분임을 확인하였다.

14. 사고 당시는 맑은 날씨였고, 바람도 약하여 비행에 영향을 줄만한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리콥터의 물주머니가 꼬리회전날개를 

타격하게 된 원인은 규정보다 긴 물주머니를 달고 산불현장으로 비행

하던 중에 조종사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철새와 같은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해 조종간을 급격하게 조작하였기 때문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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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5. 물주머니가 꼬리회전날개를 타격한 후 헬리콥터의 비행 상황을 볼 때 

조종사는 적절한 비상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16. 조종사는 매년 모의비행훈련 장치를 통해 계기비행과 비상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있지만, 계기비행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비상절차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 조종사는 적극적으로 모의비행장치를 

통한 실질적인 비상절차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3.2 원인

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매뉴얼에 명시된 길이보다 긴 화재진화용 

물주머니를 매달고 비행 중 꼬리회전날개를 타격하여 항공기 조종능력 

상실하여 추락 으로 결정한다.

사고의 기여요인으로 ① 운용 전 매뉴얼에 따른 물주머니 길이의 

적합여부 미확인 ② 꼬리회전날개의 탈락으로 인한 좌편요 선회를 막고 

자동활공을 위한 실질적인 비상절차 훈련 미흡 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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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권고

2017년 11월 16일 16:40경 비행 중 꼬리회전날개 탈락 후 YAW 기능 상

실로 발생한 HL9170 추락사고 조사과정에서 위원회는 2018년 7월 26일 긴

급안전권고를 발행하였고,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권고를 

추가하여 발행한다.

* 긴급안전권고(문서번호: 사무국-1587, 2018.7.26.)

  - (화재진압용 헬리콥터 운용기관·업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 

중인 물주머니에 대해 일제점검 실시 및 물주머니 운용지침 마련

   - (항공정책실) 헬리콥터 안전 제고를 위하여 항공기사용사업(화재진압) 

관련 운항증명(AOC)시에 물주머니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운항기술기준 보완 등)

   - (지방항공청) 항공기사용사업(화재진압) 관련 운항증명(AOC)시 물주

머니 안전관리체계를 확인 등 안전감독 철저

4.1 에어로피스사에 대하여

1. 꼬리회전날개 탈락 등 비상상황을 대비한 실질적인 조종사 비상절차 

훈련방안 마련 및 시행(AAR1704-1)

4.2 지방항공청에 대하여

1. 헬리콥터 운용 항공기사용사업체 조종사의 비상절차 훈련 이행상태 

감독 강화(AAR17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