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명

행사주요내용

비 고

● 공식행사

○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는

개막식, 축하공연, 항공인의 밤 등

매년 콘텐츠의 다양한 변화를 통
해 사천시가 ‘항공우주산업의 메
카’라는 정점을 찍는 경남의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최초의 국산항공
기 ‘부활호’ 명명 60주년,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10주년, 국
내 최초로 열리는‘에어로마트 코
<개막식 식전행사-진주 삼천포12차농악>

<개막식 식전행사-공군 군악대>

리아 사천’이 함께하면서 더욱 의
미가 깊었다.
또한 사천시는 블랙이글팀 에어
쇼 훈련이 최초로 이루어진 곳이
라는 기존의 역사성과 더불어 최
초로 ‘에어로마트’가 열린 곳이라

<항공인의 밤>

<축하공연>

제10회

는 명예를 더할 수 있게 되었다.

● 2014 에어로마트 코리아․사천

○ 총 7개 분야 41개 종목으로

1. 국외 항공기업, 바이어, 국내 생산업체와의 1대1 B to B 미팅

준비된 금년행사에는 외국팀 에

2. 국제 컨퍼런스 및 워크숍

어쇼를 과감히 생략하고 육상전

경남사천 3. 갈라디너
항공우주

시와

체험프로그램을

보강하는

기획력이 돋보였으며, 관람객들은

엑스포

다채로운 항공체험행사를 즐기고,
맑은 날씨 덕분에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블랙이글 에어
쇼를 관람할 수 있었다.
<1대1 B to B 미팅>

○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항
공우주시뮬레이션

에어

레이싱

대회’, ‘경량 항공기 지상 활주 체
험’, ‘항공 관련 학과 항공기 탑승
체험’등이 큰 인기를 끌었으며,
블랙이글 팀의 지상 세레모니와
<컨퍼런스 및 워크숍>

<갈라디너>

멋진 이·착륙 순간 관람, 조종사
들의 인사무대, 여타 축제에서는

● 수출지원

선보인 적이 없는 1시간 가량의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풀 버전 에어쇼 등은 타 축제에
서 볼 수 없는 차별화된 프로그

● 항공대회

램으로 관람객의 기대를 충족시

항공시뮬레이터 에어레이싱대회, 항공과학 그림그리기 대회, 항공과학 글짓기 대회,

켰다.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국제신비차(Flying Car) 경연대회

<항공과학 그림그리기 대회>

<항공과학 글짓기 대회>

○ 22일부터 23일까지는 ‘LIG 인
재니움 사천’에서 열린‘2014 에어
로마트 코리아․사천’는 국외 항공
기업체, 해외 바이어, 국내생산업
체 간 1대1 B to B미팅, 국제 컨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국제신비차 경연대회>

퍼런스 및 심포지엄을 통한 국제
기술교류 협력 확대, 완제기 항공
부품국내생산업체 방문 등의 수
출마케팅을 통해 국내 항공기업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역량을
강화해 명실 공히 사천시가 동북
아 항공산업의 허브라는 위상을

<항공시뮬레이터-에어레이싱 대회>

드높였다.
○ 또한 ‘부활호’ 명명60주년을

● 에어쇼

기념하여 성우회(대한민국 예비역

1 부활호 시범비행 및 KT-1 축하비행

장성 모임)에서 230여명이 공군

2. 블랙이글 곡예비행

전용기를 이용하여 엑스포 기념

3. 민간 항공기 시범비행 및 전시탐색구조 시범
4. 체험비행 : 경량항공기 지상활주체험, 대학항공기 체험비행, 공군수송기 체험비행,

식에 참가함으로서 행사의 품격
을 높이는 기회를 마련 하였다.

KT-1 시뮬레이터 탑승체험 등
5. 민/관/군 항공기 전시

○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체험
과 재미를 통해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일반인들
에게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발전
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부활호 시범비행>

<블랙이글 곡예비행>

항공우주산업테마

의 에듀테인먼트형 축제로 인지
도를

높였으며,

사천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느끼게한 점도 본 행사
의 주요성과라 할 수 있다.

<전시탐색 구조시범>

<항공기 체험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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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군 역사관 및 엑스포 10주년 기념관

<항공 산업체 홍보>

<항공 교육기관 및 진학상담>

<대한민국 공군 홍보관>

<공군 역사관>

● 항공 체험프로그램
항공기 포토존, 무인기(드론) 체험, 항공과학 체험교실, 종이비행기 체험교실,
무선조종헬리콥터 체험 등 20건

<항공기 포토존>

<로봇 무인기 체험>

● 부대행사
공공기관 홍보, 지역특산품 홍보 및 판매, 먹거리 부스, 엑스포기념품 판매,
관람객 이벤트 등

<소방서 119 안전체험 차량 >

<관람객 이벤트-종이비행기 멀리 날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