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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 공식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항공인의 밤 등

 

<개막식 식전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항공인의 밤>
      

● 투자유치
1. 학술행사 : 항공부품 수출활성화전략 국제심포지엄,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2. 글로벌 항공부품 수출상담회 

3. 경량항공기 전시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 안전교육

<항공부품 수출활성화전략 국제심포지엄>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글로벌 항공부품 수출상담회>

   

<경향항공기 조종사 안전교육>

   

● 항공대회
항공과학 그림그리기 대회, 항공과학 글짓기 대회,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국제신비차(Flying Car) 경연대회

<항공과학 그림그리기 대회>

   

<항공과학 글짓기 대회>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국제신비차 경연대회>

● 배경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항공우주산업

의 메카라는 위상정립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항공

우주분야에 대한 전문가로서

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항

공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사천시는 항공산업기반구축

사업과, 항공관련기업의 적극

적 유치는 물론 공군 제3훈련

비행단과 사천공항, 한국폴리

텍항공대학 등이 입지해 있으

며, 인접도시에는 경상대학교

와 경남항공고등학교, 공군항

공과학고등학교 등 항공분야 

전문교육기관이 위치하고 있

어 항공관련 분야의 협력 거

점도시로서 항공관련 메가 이

벤트의 개최여건과 기대효과

가 어느 지역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목적
 ①2020년 G7 항공우주 선

진국 진입을 위한 거점도시 

구축

 ②민/관/군/산/학/연 협력체

제 구축으로 항공우주산업 활

성화

 ③청소년들의 항공우주분야 

기초과학 교육 및 체험의 장 

마련

 ④ 항 공 우 주 산 업 도 시 에 서 

“21세기 항공과학 문화도시”

로 도약

 ⑤항공우주산업 육성과 고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

모

 ⑥항공우주과학교육 및 항공

레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 차

별화



● 에어쇼
에어쇼(블랙이글스팀, 호주팀, 해양에어쇼 등)

<블랙이글 시범비행>

   

<해외팀 곡예비행>

<해양에어쇼:해양경찰청구조시범>

   

<해양에어쇼:수륙양용비행기 시범비행>

● 홍보관 운영
1.  산업체 홍보관 : 항공업체 홍보 및 항공기 부품전시

2. 학교(대학교, 고등학교) 홍보관 : 학교 홍보 및 진학상담

3.  공군홍보관 : 대한민국 공군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산업체 홍보 및 부품전시>

   

<학교 홍보 및 진학상담>

<대한민국 공군 홍보관> 

   

<공군 블랙이글 홍보> 

● 체험행사
항공시뮬레이터 체험관, 항공과학체험교실, 모형열기구 제작체험, 물로켓 발사 체험, 

종이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체험, 민속연 만들기 체험, 부메랑 체험 등

<항공시뮬레이터 체험> 

   

<항공과학체험교실> 

 

<항공기체 탑승체험> 

   

<시민과함께하는 항공우주체험캠프> 

● 평가
 - 국제심포지엄 및 수출상담

회는 미국 보잉사와 공동주관

으로 개최하였고, 보잉사 1차 

협력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명

실상부한 글로벌 항공산업전

으로 도약함.

 - 사천비행장에서의 블랙이

글 시범비행과 호주팀 곡예비

행, 무선조종 비행기 시범비

행 등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삼천포

대교공원에서는 해양경찰 수

상구조시범, 수륙양용비행기 

이착수 시범 등 해양에서만 

펼칠 수 있는 독자적인 콘텐

츠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냄.

 - 야간행사로서 사천종합운

동장과 사천체육관을 연계한 

축하공연 및 항공우주체험캠

프는 행사장을 방문하지 못한 

시민들에게 항공관련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

음.

- 행사기간 중 부대내 주차공

간을 준비하여 관람객들의 편

의를 도모하였고, 부족한 주

차공간은 사천공단 내 주차공

간을 활용하여, 셔틀버스로 

부대 내 이동을 하였으나, 관

람객들이 블랙이글 에어쇼 시

간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셔틀

버스 탑승에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야기함.

-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

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으며, 항공시뮬레이터 체

험, 조종사복 무료대여 및 항

공기체 조종석 탑승체험 등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음. 



   

● 부대행사
공공기관 홍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 먹거리 부스, 엑스포기념품 판매,

관람객을 위한 무대 이벤트 등

<공공기관 홍보> 

    

<공공기관 홍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 

    

<먹거리 부스> 

<엑스포 기념품 판매> 

   

<관람객을 위한 무대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