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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에어쇼의 모든 것

에어쇼, 그 곳에 가면 푸른 하늘을 아

름답게 수놓는 곡예비행과 각종 항공기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볼 수 있지요. 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관련된 다채로운 행사들이 참관객들

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에

어쇼는 크게 영국 판보로 에어쇼, 프랑스 파

리 에어쇼와 같이 기업 대 기업, 국가 대 국가

의 무역을 목적으로 한 대형 비즈니스 에어쇼

와 미국 오시코시, 영국 PFA 랠리 등 상업적

인 목적과는 다소 거리가 먼 항공기 마니아들

을 위한 에어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첨단 항공기 및 항공우주산업 기술을 한눈에

대부분의 에어쇼에는 세계 유수의 항

공업체가 참가합니다. 최신예 군용기, 민간 

Question 57

항공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에어쇼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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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여객기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항공기 부품 및 무기체계들

을 전시함으로써 각국 군수산업 박람회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

냅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매우 커 많은 나라에

서 국가적인 행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울 에어쇼 역시 이

에 해당되지요.

항공기 마니아를 위한 에어쇼

미국에서 열리는 오시코시 에어쇼와 영국의 PFA 랠리, 

AOPA Fly-in 에어쇼는 항공기 마니아를 위한 자리입니다. 

과거 1,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비행기부터 다양한 항공기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경항공기들이 대부분입니다. 항공기 

주인들은 각자 자신의 항공기를 직접 소개하거나 판매도 하고, 

다양한 정보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에어쇼의 백미, 화려한 곡예비행

각 국에서 참가한 군 및 민간 곡예비행

팀의 화려한 비행쇼는 에어쇼의 백미이며, 일

반인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군도 2009년 전문 특수비행팀인 블랙

이글을 재창설하여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

편, 세계적인 곡예비행팀으로는 미 공군의 선

더버드(Thunderbirds, F-16C/D)와 미 해

군의 블루 엔젤스(Blue Angels, F/A-18C), 영국 공군의 레

드 에로우스(Red Arrows, Hawk)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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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멋지다

세계 5대 에어쇼

에어쇼 명칭 특  징

파리 에어쇼

(Paris Air Show – 

Le Bourget)

세계 최대 규모의 에어쇼

1909년 시작되어 격년 홀수해에 개최

영국 판보로 에어쇼

(Farnborough International 

Air Show)

세계 두 번째 규모의 에어쇼

1950년 시작되어 격년 짝수해에 개최

싱가포르 에어쇼

(Singapore Air Show)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군수 에어쇼 격

년 짝수해에 개최

베를린 에어쇼

(Berlin Air Show)

군수·민항항공기 전시 및 무역에 초점

격년 짝수해에 개최

모스크바 에어쇼

(Moscow Air Show)

러시아 첨단 항공기술 전시 주력

격년 홀수해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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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에어쇼 약사

구  분 내  용

제1회 서울 에어쇼

(’96. 10)

∙관 람 객 : 55만 2천 명

∙참가업체 : 21개국/214개 업체/1,057개 부스

∙시범 및 곡예비행 : 10개 기종 17기

∙지상전시 : 51개 기종 58대

제2회 서울 에어쇼

(’98. 10)

∙관 람 객 : 22만 명

∙참가업체 : 17개국/155개 업체/518개 부스

∙시범 및 곡예비행 : 18개 기종 24기

∙지상전시 : 49개 기종 64대

제3회 서울 에어쇼

(’01. 10)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Korea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로 

공식명칭 변경

∙관 람 객 : 20만 5천 명

∙참가업체 : 16개국/175업체/624개 부스

∙시범 및 곡예비행 : 17개 기종 23기

∙지상전시 : 44개 기종 53대

제7회 서울 에어쇼

(’09. 10)

∙관 람 객 : 27만 명

∙장   소 : 서울공항(성남)

∙참가업체 : 27개국 273개 업체

∙전시/참가 항공기 : 국내 34개, 외국 15개 기종

제8회 서울 에어쇼

(’11. 10)

∙관 람 객 : 25만 4천 명

∙기   간 : 10. 18. ~ 23.(6일간)

∙장   소 : 서울공항(성남)

∙참가업체 : 31개국 314개 업체

∙전시/참가 항공기 : 국내 44개, 외국 11개 기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