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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행사 주요내용 비  고

제 11회 

경남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 공식행사

개막식, 축하공연, 항공인의 밤

 

<공군 군악대,의장대 시범> <개막식>

<항공인의 밤> <축하공연>

<고공강하 시범>

○ 에어쇼

 • 참가전력 : 항공기 45기종/62대(군용기 30, 정부기관 3, 민간/업체 29),

             무장 10종 89점, 장비 6종 16점

 • 곡예비행 : 블랙이글, EA330LT(한서대학), S2B(씨웨스트항공)

 • 시범비행 : 부활호, KT-1, T-50, 전투탐색구조, FAZER(무인방제헬기)

 • 체험비행 : C-130, 대학항공기(6대), 경량항공기(3대), KT-1시뮬레이터,  

             경량항공기 지상활주(15대)

 • 고공강하 시범 : 공군 16명

 • 항공기 탑승체험 : KT-1, CH-47, UH-60, UH-1H, B-206, KA-32 등

 

○ 공식행사

행사기간은 ‘15.10.8(목)~

11일(일)까지 4일간으로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다시 찾은 조국하늘 우

리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계획하였다. 개막식식전행

사에는 공군 군악대/의장

대 시범 및 고공강하 시

범을 실시하였으며, 공군

전우회 120여명 및 국제

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참석자 80여명이 개막식

에 참석하였고, 공군에서 

교육사령관, 군수사령관, 

연구단장 등이 참석하여 

행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축하공연”은 민․관․군 화

합의 장으로서의 흥겹고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였

다. 

“항공인의 밤행사”에는 

행사에 참여한 기관․업체 

전체가 참석하여 정보공

유 및 친교의 시간과 함

께 엑스포행사를 위하여 

헌신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였

다.

○ 에어쇼

블랙이글의 풀쇼와 함께 

최초로 국내민간 곡예비

행 2팀이 에어쇼를 선사

하였으며, 그간 공군에서 

중지하였던 시범비행을 

해제하여 KT-1 및 T-50 

시범비행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행사의 자랑거

리인 체험비행을 확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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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이글  곡예비행>

<민간 곡예비행> <에어쇼 전경>

<부활호 시범비행> <경량항공기 지상활주체험>

<수송기체험 프로그램> <전투탐색구조>

○ 수출지원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항공부품 견본전시회 

 
<항공부품 견본전시회>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여 보다 많은 관람객이 

체험하도록 하였으며 사

전신청을 못한 관람객을 

위한 현장접수 및 이벤

트 추첨을 통한 체험 기

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공군 특수부대원들로 구

성된 고공강하팀의 시범

강하 및 전시항공기의 

탑승체험을 처음 실시하

여 관람객에게 큰 호응

을 얻었다. 또한, 전시항

공기의 탑승체험은 관람

객 분산 효과가 있어 원

활한 퇴장에도 큰 도움

이 되었다.

○ 수출지원

“국제항공우주기술심포

지엄”은 한국기계가공학

회 추계학술대회를 병행

하여 10.7(수)~8(목) 2

일간에 국외 28명을 비

롯하여 258명이 참석하

여 논문발표 및 학술토

론, 정보교류,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개막

식 에도 참석하였다.

“항공부품 견본전시회”

는 금번 행사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공군 군

수사령부가 주관하여 항

공부품 및 정비 국산화

를 위한 상담 및 전시회

로 KAI를 비롯한 78개 

업체의 상담과 45개 업

체의 설명회를 실시하여 

항공산업 업체에 대한 

사업아이템 및 정보를

제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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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행사 주요내용 비  고

제 11회 

경남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 항공대회

전국모형항공기대회, 항공시뮬레이터 에어레이싱대회, 항공과학그림대

회, 항공과학글짓기대회, 국제 신비차(PAV)대회 

 

<전국 모형항공기 대회> <항공시뮬레이터 에어레이싱대회>

<국제 신비차(PAV) 대회> <항공과학그림/글짓기  대회>

○ 홍보․체험관

공군홍보관, 사주천년 기념체험관, 항공우주관련 대학교 및 고등학교, 

산업체 홍보관 등

 

<공군 홍보관> <드론파이터 체험교실>

<항공기 탑승체험> <항공관련 대학교 홍보관>

○ 항공대회

“전국모형항공기 대회”는

 ‘전동기대회’ 종목을 추가

하였으며, ‘드론 및 무인헬

기’ 시범을 추가하여 참가

자 및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하였다.

“항공시뮬레이션 에어레이

싱대회”는 금년에는 체험과 

대회로 구분하여 실시하였

다. 대회 수상자에게는 사

천시장상, 공군3훈련비행단

장상, KAI사장상을 시상하

였다.

“국제 신비차대회”는 경남

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주

관으로 직접제작한 PAV기

체로 주행 및 비행임무를 

평가하였다. 

 

○ 홍보․체험관

“공군 홍보관”에는 ‘블랙

이글 사진전’을 신설 운

영하였으며, 사주천년을 

기념하는 ‘사주천년 기념

홍보관’을 통하여 사천의 

과거와 현재를 알리고 

체험토록 하였다.

‘항공우주관련  ’들의 체

험․홍보관을 통하여 다양

한 체험과 상담을 실시

하였다.

금년에는 ‘드론파이터 체

험’ 등 7개 체험관 및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등 

8개 홍보관을 신규로 확

대 운영하였고, 광복 70

주년을 기념하여 ‘나라사

랑 체험마당’을 운영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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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행사  주요내용 비  고

제 11회 

경남사천

항공우주

엑스포

○ 부대행사

 무대 이벤트, 마술/풍선쇼, 특별공연, 블랙이글초청행사 등

 

<태권도 시범> <플래시몹>

<관람객 참여이벤트> <어린이 난타공연>

<블랙이글 초청행사> <마술체험>

○ 기타

자원봉사자, 주차장 운영, 셔틀버스 운영, 식․음료 운영 등

 

  

<셔틀버스> <자원봉사>

<관람객 안내>

○ 부대행사

 무대 이벤트로는 ‘창공

밴드공연’, ‘마술/풍선

쇼’, ‘체험비행 현장추

첨’, ‘태권도 시범’, ‘관

람객 참여 이벤트’, ‘플

레시몹’, ‘난타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

였다.

‘블랙이글 초청행사’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어린

이와 청소년기관의 초청 

및 방문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전하였다.

 

 ○ 기타

‘자원봉사자’는 512명 

신청하였으나 324명이 

참가하였으며, 공무원, 

모범운전사, 공군전우회, 

해병전우회 등이 함께하

여 운영되었다.

‘주차장 운영’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항공

우주테마공원을 임시주

차장으로 운영하여 행사

장내 승용차 운행을 제

한하였으며 셔틀버스운

행 및 출입문을 증가하

여 운영하였다.

‘식․음료’ 및 ‘편의시설’은 

관람객 편의를 위하여 

분산배치하고 메뉴를 다

양화하여 운영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