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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737-300

1. 제작사 : The Boeing Company

2. 유  형 : Twin turbofan airliner

3. 엔  진 : 2 x Pratt&Whittney JT8D-15A/-17A

4. 최대탑승인원 : 117~122명 (조종사 2명, 승객 115~120명)

5. 버  전

❍ B737-300
❍ Executive

기준일: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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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징

중단거리용의 쌍발엔진을 장착한 B737기는 1967년부터 현재까지 모델을 선보이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기종임. (최대 판매된 시리즈로서, 2005년 4월 기준으로 4,830대가 생산되었으며, 

차세대 항공기의 지속적인 생산 및 판매로 인한 본 기록은 계속 갱신될 것임)

당 기종은 보잉의 높은 항공기 제작기술과 경제성을 접목시켜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10년간 B737 항공기 시장은 유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300 모델은 -400, -500 모델과 더불어 클래식(Classic) B737의 첫 번째 모델이며, -200 

모델에서 동체를 연장시켜, 탑승용량을 증가시켰음.

1984년경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가 74개 항공사에 판매되었으며, 총 판매대수는 1,113대임.

  사 양

크기

전폭 (SPAN) 94.9 ft (28.93 m)

전장 (LENGTH) 109.7 ft (33.44 m)

전고 (HEIGHT) 36.4 ft (11.09 m)

착륙바퀴간 거리 (WHEEL TRACK) 17.2 ft (5.24 m)

착륙바퀴 축간거리 (WHEEL BASE) 40.1 ft (12.22 m)

중량

최대램프중량 (MRW) 140,000 lb (63,504 kg)

최대이륙중량 (MTOW) 139,500 lb (63,277 kg)

최대착륙중량 (MLW) 115,800 lb (52,527 kg)

최대영연료중량 (MZFW) 106,500 lb (48,308 kg)

운항자중 (OEW) 72,540 lb (32,904 kg)

최대페이로드 (MAX PLD) 33,960 lb (15,404 kg)

성능

순항속도 (Crusing speed) M 0.74

최대항속거리 (Max Range) 2,591 n miles

  버 전

737-300 기본형

Executive
20인용으로 회의실, 침대, 욕실 및 잘 갖춰진 부엌이 있다. 1992년 2월 29일까지 

3기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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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력

1967년 4월 9일 737-100 첫 비행. 1967년 12월 15일 FAA 증명. 737-200으로 교체. 1967년 8월 

8일 첫 비행. 1967년 12월 21일 737-100의 형식증명에 추가. 1967년 12월 29일 United Air 

Lines에 첫 인도. 1988년 8월 1,114번째의 마지막 737-200s 과 30번째의 737-100s 인도. 총 

대수에는 19기의 미공군 T-43A navigation trainers와 3기의 인도 공군 정찰기가 포함. Boeing 

737s 시리즈 중 -500 까지는 클래식 버전으로 분류. -600 부터는 차세대 (New generation) 

버전으로 분류.

1981년 3월 300시리즈의 생산시작. 1984년 2월 24일 첫 비행. 1984년 11월 28일 US Airways에 

첫 인도. 1,833번째 737인 1990년 2월 19일 Renton에서 출하(Ansett Worldwide 주문하여 

British Midland Airway에 임대). 1992년 3분기에 Southwest Airline의 34기 주문으로 총 

주문량 3,000기 넘음. 1986년 11월 120분 ETOPS 승인을 받았으나 1989년 7월 폭우와 해일로 

인한 문제로 철회 후 1990년 9월 14일 재승인. 1993년 1월 18일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Interstate Aviation Committee는 737에 P&W엔진 또는 CFM엔진 장착을 승인. 1992년 

11월 12일 러시아연방과 독립국가연합(CIS)에 첫 인도.(투르크메니스탄의 National State 

Aviacompany에 737-300 인도). 1993년 6월 16일 2500번 째 737 출하. 1998년 1월 16일 3000 

번째 클래식 737(Alaska Airlines이 주문한 737-400 (N793AS)) 첫 비행. 1998년 클래식버전의 

생산량은 월평균 9.5기였으나 이듬해 급감. 1999년 총 44기, 2000년 초 마지막 2기 생산.

현재 많은 업체들이 737 시리즈의 화물기 개조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정보

엔진

기본형은 1988년 출시된 89.0 kN (20,000 lb st) 또는 97.9 kN (22,000 lb st)의 CFM 

International CFM56-3C-1 터보팬 엔진을 장착하고 있다. 날개 밑에 장착된 엔진은  

737-200의 엔진보다 높이 달려있다. 기본 연료량은 20,104 리터(5,311 미국 갤런; 4,422 

영국 갤런)로 날개 중앙 연료탱크와 날개탱크를 사용한다. 1989년부터 상용화된 Rogerson울 

화물칸에 장착하면  23,830 리터(6,295 미국 갤런; 5,242 영국 갤런)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우측 날개의 앞전 하부에 가압 연료주입구가 있다.

대당가격 미화 4,100만 달러

설계

737-200에 비해 동체가 앞쪽으로 1.12 m (3 ft 8 in), 뒤쪽으로 1.52 m (5 ft), 총 2.64 m 

(8 ft 8 in) 길어졌으며 아래쪽의 화물칸은 5.5 ㎥ (193 cu ft) 넓어졌다. 익형은 외측날개의 

앞전이 4.4% 길어지고 새로운 슬랫과 새 플랩 및 플랩 이동트랙이 장착되었다. 외측날개에 

수평조작용 스포일러가 추가되었으며 날개 끝이 각각 28 ㎝ (11 in) 연장되었다. 

도살핀(Dorsal fin)이 넓어지고 수평미익이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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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판

 재래형 동력식. 모든 조종면은 두 개의 독립된 유압시스템으로 조종되며 보조날개와 

승강타는 수동전환이 가능하다. 수동전환 시에 승강타 서보탭은 고정이 된다. 방향타는 

예비유압 액츄에이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외측날개 윗면의 스포일러는 조종을 도울 뿐 

아니라 에어브레이크의 역할도 하게 된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수평미익은 2개의 전기모터로 

움직이며 비상시에 수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내측 앞전에 크루거(Krueger)플랩이, 외측엔 3개의 슬랫이 있으며 각 날개에 두 개의 

에어브레이크/양력감소장치가 달려있다. 또한 3단 슬롯 뒷전플랩이 장착되어 있다.

 SP-300 dual digital integrated flight director/autopilot에 의해 FAA Cat II 착륙이 

가능하며 Cat IIIa는 선택사양이다. 737-200, -300, -400, -500은 조종사 한정증명을 

공용으로 쓸 수 있다.

구조

알루미늄 합금 dual-path fail-safe 두 날개보 구조로 미익도 알루미늄 합금 재질의 2개의 

날개보가 들어있다. Short Brothers 社(英國)에서 만든 보조날개, 승강타, 방향타는 

복합소재이고 스포일러/에어브레이크와 슬랫과 플랩의 뒷전은 알루미늄으로 벌집구조이다. 

동체는 이중 안전의 알루미늄 재질이고 미익의 일부는 중국의 Xian Aircraft Co.에서 

만들었다. 승강타, 방향타, 보조날개는 그라파이트, 케블라, CFRP재질이며, 하중을 받지 않는 

다른 부품들은 GFRP와 CFRP로 만들어졌다.

랜딩기어 

유압삼륜식. 보잉의 OLEO 타입 충격흡수장치를 쓰며 안쪽으로 접히는 주 랜딩기어는 별도의 

덮개가 없이 바퀴가 덮개의 역할까지 한다. 노즈 랜딩기어는 앞쪽으로 내려오고 비상시에는 

중력에 의해 낙하된다. 737-200과 비교해서 노즈 유닛은 아래로 13㎝ 내려와서 큰 엔진 

장착시 지면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한다. 한 쌍의 노즈휠은 27×7.75 사이즈 이고 

고강도 트윈 메인휠은 H40×14.5-19 사이즈의 고강도 타이어를 장착하고 Allied Signal 또는 

Goodrich 고강도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다. 주륜의 압력은 13.45 ~ 14.00 bars (195 ~ 203 

lb/sq in)이고 전륜의 압력은 11.45 ~ 11.85 bars(166 ~ 172 lb/sq in)이다.

배치

조종실 양 옆으로 두 명의 조종사가 앉을 수 있고, 객실은 128 ~ 149인의 승객 수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퍼스트클래스 8석(4열 91 ㎝ (36 in) 간격)과 일반석 120석(6열 81 ㎝ (32 
in )간격)의 배치가 가능하고 전 좌석을 일반석으로 배치하면 141석(81 ㎝ 간격) 또는 149석(76 

㎝ 간격)의 배치가 가능하다. 플러그 형태의 출입구가 객실의 각 코너마다 있으며 탑승구는 

왼편에, 서비스도어는 오른편에 달려있다. 앞쪽 탑승구의 승강계단은 선택사양이고 날개 쪽의 

비상구가 양쪽에 있다. 1~2개의 조리실과 1개의 화장실이 전방에 위치하며, 1~2개의 

조리실과 화장실이 후방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설계사양에 따라 변경된다. 인테리어에 신형 

경량소재의 사용하였으며 천장 수납함의 총 부피는 6.8 ㎥ (240 cu ft)으로 승객 당 0.048 ㎥ 
(1.7 cu ft) 의 공간이 할당된다. 아래쪽 화물칸은 날개 기준 전후방에 위치해 있으며 도어는 

오른편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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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ionics

운항장비

비행관리컴퓨터는 조종사가 설정하여 수평적, 수직적 waypoint를 지정할 수 있다. 

1993년 듀얼디지털 비행관리컴퓨터 장치가 장착되어 출시되었고 레이저자이로 관성 

장치를 사용한다.

계    기

4개의 EFIS CRT 스크린이 지도, 비행계획, 방위, 기상, 속도를 나타내주며 전자 

엔진계기는 LED 다이얼이 달려있다. 보조 패널 및 보조 엔진계기 및 유압계기가 

달려있고, 돌풍경보장치가 장착되고 복구유도장치가 고도계에 내장되었다.

레 이 더 디지털 컬러 기상레이더

   ※ 위 항목을 제외한 항공전자장비는 -300, -400, -500 동일.

 주문인도현황

1998년 보잉은 52기를 인도하고 11기의 주문을 받았다.



BOEING                                                                                  B737-300

- 6 -

 사양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ㅇ기 종 B737-300 B733 / 733
ㅇ제작국 및 제작사 미국 / 보잉 www.boeing.com
ㅇ분 류 중단거리용 CAT C Medium Large 착륙속도별/ICAO/FAA
ㅇ형식증명일자 1984.11.14
ㅇ크기(Dimension)  (피트    /     미터)
 -전폭(SPAN) 94.9 28.93
 -전장(LENGTH) 109.7 33.44
 -전고(HEIGHT) 36.4 11.09
 -휠트랙(WHEEL TRACK) 17.2 5.24
 -휠베이스(WHEEL BASE) 40.1 12.22

ㅇ엔진(Engine)  GE : CFM56-3B1 / -3B2 GE : 제너럴 일렉트로닉

ㅇ중량(Weight)        (파운드   /     킬로그램)
 -최대램프중량(MRW) 140,000 63,504 승객 128명 기준
 -최대이륙중량(MTOW) 139,500 63,277 GE 엔진 장착시
 -최대착륙중량(MLW) 115,800 52,527 BASELINE AIRPLANE
 -최대영연료중량(MZFW) 106,500 48,308 최대 수치 적용
 -운항자중(OEW) 72,540 32,904
 -최대페이로드(MAX PLD) 33,960 15,404
ㅇ순항속도(Crusing speed) 0.74 (단위 : 마하수)
ㅇ최대항속거리(Max Range) 2,591 (단위 : 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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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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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석 배열

  ㅇ1클래스 배치시
    - 140석～149석 이코노믹

  ㅇ2클래스 배치시
    - 128석 (8석 퍼스트 / 120석 이코노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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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외관

  조종실 내부

 객실 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