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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행사

전야제 및 개막식, “부활호”설계자 흉상 제막식

    

 < “부활호” 설계자 흉상제막식>

● 에어쇼 및 항공기전시

에어쇼(폴란드 즐라즈니팀 외 18개 팀 30여대)

● 항공대회

항공과학그림그리기 대회, 패러글라이딩 대회, 전국 모형 항공기 대회, 드래그레이스 

전국 페스티벌 대회

    

            < 드래그레이스>                                <페러글라이딩>

● 심포지엄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항공산업 클러스터 발전 전략 심포지엄 

● 체험 및 전시행사

1. 산업관 : 대학홍보관, 산업체 홍보관, 항공․우주관련 산업체 채용박람회

    

           <채용박람회>                                   <산업체 홍보관>

2. 우주관 : 블랙홀 체험, 태양계 체험, 우주개발의 역사관, 아리안5 로켓, G Force 

훈련, 무중력훈련, 비행균형감각 훈련, 우주여행탑승, 포토존, 로봇댄스공연

3. 체험 및 전시부스 : 물로켓 발사, 무선조종헬리콥터, 모형열기구 만들기 체험, 종이

비행기 날리기, 항공과학체험교실, 항공기조립 및 발표회, 페이스페인팅, 점핑클레어, 

부메랑체험 및 판매, 연날리기 및 연 만들기 체험, 에어로켓 발사체험, 테크노스쿨버

스․로봇파크, 현미경․천체망원경 관찰체험, 원목 장난감 만들기 체험 및 판매, 즉석포

토, 바람개비제작 체험 등

● 부대행사 

칵테일 무료시음회,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건강증진관, 국민연금 홍보관, 한국 공항공

사 홍보관, 향토음식점,  MBC즐거운 오후 2시 라디오 생방송, 한국수자원공사 홍보관 

운영, 미아보호소 운영, 119구급 구조대운영, 이동 파출소운영, 물품대여(휠체어) 및 

보관소, 노약자․장애인 쉼터, 음용수대 이동화장실 설치, 포토존, 항공인의 밤 행사

● 배경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계속

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국내 

최초 항공기 “ 부활호” 제작

지의 역사적인 상징성 확보

와 항공우주 산업 특화 단지 

조성 등 인프라를 계속 높여 

나가야 할 것임.

● 목적

  ① 항공우주산업이 지향하는 

목표와 비전 실현을 위한 인

식의 확산.

②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③ 항공클러스터 조성의 당

위성 확보 및 과시.

④ 항공우주산업도시에서 

“21세기항공과학문화”도시

로 도약.

⑤ 국가균형 발전과 항공우

주산업 발전 가속화.

⑥ 항공우주산업도시로서의 

자긍심고취 및 항공산업의 

중심지 부각.

⑦ 항공우주과학교육 및 체

험 도시 이미지 구축.

● 평가

전시 및 체험 위주 행사에서 

탈피해 항공산업분야 구직 

행사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함

으로써 고용정보와 취업기회

가 이루어져 행사의 질을 높

였다고 평가되었으며 향후 

항공우주 엑스포는 지역을 

뛰어 넘어 국가적인 행사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것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