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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남의 항공산업 특징과 육성정책

항공산업 집적도 전국 최고수준 

❍지역 전략산업인 동시에 동남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산업 

❍국내 최대 집적 단지 형성(전국 비중 : 생산액 72.8%, 수출액 64.9%, 업체 

61.6%, 종사자 70.0%)

❍사천 :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내 유일 완제기업체 존재, 김해 : 대한항공 

기체부품 및 창정비 특화 , 창원 : 삼성테크윈 엔진분야 전문화

❍항공기 완제기 기술개발 및 부품, 엔진, 완제기 주로 생산

지역별 클러스터 조성의 과열로 경남계획 변화 가능성 존재

❍절대적으로 국내수요가 부족하여 항공관련 전문기업의 육성 및 생존이 어려움

❍선진국 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고 질적인 수준도 낮은 집적도를 보임

❍자치단체별 국비 확보의 경쟁심화 등으로 경남계획에 변화 가능성 존재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과 국내최고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정책 추진

❍정부 :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 발표,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분야 R&D 추진방향,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 발표(경남 : 항공기 제조 핵심 거점지역)

❍경남 : 국내 최고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핵심기술 개발 선정, 중소기업 

육성정책 마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결책 제시

2. 경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과 클러스터 성공 가능성

 경남경쟁력 강화 전략 대안

❍산업기술 : 중진국 수준, 생산비용 : 선진국 수준 ☞ 최첨단 항공분야 육성

❍경남의 제조업 생산액 전국 순위 지속 감소(2001년 3위, 2011년 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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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산업 구조고도화 촉진

❍항공업체 관계자의 수요 충족 :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필요(76.9% 응답)

❍완제기‧부품산업간 균형발전 촉진, 우량항공부품기업의 수출 견인

 서부권 지역 발전과 경남의 균형발전 견인

❍낮은 지역생산성 : 지역내총생산 경남 비중 13.2%, 인구 16.6% 

❍낮은 지역낙후도 지수 : 서북부권 -36.71, 서부권은 -4.56

(성공가능성) 유일의 완제기업체 입지와 국책연구소 정책부합성 평가

❍국내 유일의 완제기 업체 위치(KAI : 전국 매출액의 40.1%, 종업원수 

31.7%)와 부품산업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 입지

❍경남과 사천시의 강한 정책적 의지, 국책연구기관의 긍정적 평가(정책의 

부합성과 적정성)

3. 경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발전방안

 생산거점지역 확대

❍사천시는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항공산업의 클러스터화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후 정부의 클러스터 사업을 선정 및 시행

❍2011년에 지정 건의한 국가산업단지(436만㎡, 2018년) 조성 : 중형민항기 

개발 최종 조립장, 항공산업 관련 핵심부품 생산기지 역할, 항공기술 개발 

연구기관 및 교육장, 부품 테스트 및 안전 인증기관 등을 입지시켜야 함

❍부품소재업체 유치와 육성 : 국내외 중소 전문 업체를 정책적으로 유치 

및 육성하고 항공벤처기업 및 소기업을 발굴하여야 함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기술이전 및 지원시스템, 산학연 공동연구 등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항공 산업클러스터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는 항공부품 R&D 지원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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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핵심기술력 제고를 위해 국제공동 R&D 협력 및 교류

❍품질분야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해 항공인증센터 및 소형항공기 개발기반 유치

 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단 구성 및 운영, 해외마케팅 사업 등 부품기업 글로벌 지원

❍시험평가생산장비 지원, 항공교정장비 지원 등 공동장비 활용센터 운영

❍대기업‧중소기업‧지원기관 연계 공동생산지원시스템 구축

❍인력 POOL 구성, 명품고교 육성, 계약학과 신설 지원 등 인력수급과 교

육지원

❍비즈니스 지원센터 운영, 공동물류센터 운영, 종사자 주거지원 시법사업 

등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 

 산업관련 인프라 확충

❍소형 항공기 Air-Park 조성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사업,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 등 항공우주테마벨트 구축

❍국가간 교류회 활성화, World Air Racing 대회 유치 등 항공우주엑스포 

행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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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남 항공산업 특징과 육성정책

1. 경남 항공산업 특징

1) 지역전략산업

❍항공산업은 경남도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지식기반기계 산업인 동시에 

경남의 전통 주력산업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짐

  -경남의 4대전략산업은 지식기반기계(정밀기기‧메카트로닉스‧조선기자재‧항공

우주), 로봇, 지능형 홈, 바이오산업임

  -경남의 항공산업 생산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위치한 사천을 중심으로 

창원, 김해의 관련업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에 항공산업 

임대전용 산업단지가 사천에 조성됨

❍항공산업은 동남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8대 세부계획” 중에서 선도산업‧전
략산업 육성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동남권 선도산업은 수송기계산업‧융합부품소재산업으로 선정, 육상 및 해상

운송과 더불어 항공운송에 관련된 산업육성이 포함

  -융합부품소재산업은 항공산업을 포함하여 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신재생 고

효율 에너지, 로봇, 지능형 제어 등으로 구성

❍경남도는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2004년)에 의거, 항공우주산업을 핵심지역

전략산업으로 지정 

  -지역균형발전본부 산하 성장동력과 항공산업담당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항공우주산업 산업단지 조성 및 클러스터 육성․지원, 

항공우주산업 R&D 지원 및 항공우주센터 운영, 항공우주산업 인프라․연구

개발 이벤트 육성․지원, 항공우주산업 투자유치 및 시장개척 지원

  -항공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수립‧지원, 항공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

업지원, 항공산업 MRO 지원 업무, 항공산업 국제공동 R&D 협력 및 교류 

지원. 그 밖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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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 최대 밀집지역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항공우주산업통계(2011년)를 기준으로 볼 때, 

경남의 항공산업 비중을 살펴보면 생산액은 17억불로 72.8%, 수출액은 6.1

억불로 64.9%, 업체 수는 82개로 61.6%, 종사자 수는 6,532명으로 70.0%를 

각각 차지함1)

❍경남의 항공산업은 사천시와 창원시, 김해시에 주로 밀집되어 있으며, 사천 

항공산업단지는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최대 집적 단지임

(표1) 경남항공우주산업 현황(2011)

단위 전국 경남 비중(%)

생산액
백만불

2,430 1,769 72.8

수출액 9.4 6.1 64.9

업체수 개 133 82 61.6

종사자수 명 9,334 6,532 70.0

자료)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보고서, 2012.

(그림1) 경남항공산업의 업체수, 종사자수 전국 비중

❍경남에 항공업체가 밀집된 이유는 첫째, IMF구조조정 과정에서 적자에 시달

리던 국내 항공사를 통폐합하는 일환으로 1999년에 삼성항공‧대우중공업‧현
1)경남지역의 업체에 부산 11개 업체를 포함할 때 전국비중은 84.0%로 동남권 지역에 항공관련 업체가 밀집 

특히, 매출액 상위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삼성테크윈이 경남에 입지하고 있으며, LIG넥스원과 

삼성탈레스가 경북, 대한항공이 부산에 입지하고 있어 핵심선도기업의 영남권 편중 경향이 매우 강한 것

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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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주항공에 의해 설립된 항공기 종합개발 회사인 동시에 중요한 국가 방

위 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사업장이 2006년에 사천지역으로 이

주한 것이 기폭제 역할을 하고 둘째, 협력업체의 지역 이주를 유도하여 현

재 22개 업체 중 17개가 국내 유일의 사천 항공산업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입주하며 셋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비롯해 항공‧우주센터, 한국폴리텍대학 

등 특화된 기관과 학교가 있기 때문임

❍이처럼 경남 사천시는 항공전문단지를 기반으로 초광역 항공우주산업클러스

터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표2와 같이 연구개발‧교육‧훈련 등 항공 저

변 확대를 위한 다수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대는 항공관련교

육 및 연구개발을 특화, KIMS는 항공관련 부품소재 기술개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음  

(표2) 경남의 항공산업 관련집적 현황

구 분 관련 기관

개발‧생산
 KAI, 삼성테크윈 등 항공우주업체(82개)

 사천항공산업단지, 창원기계산업단지, 사천공항 

연구지원
 경상대학교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항공센터,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교육훈련
 경상대학교, 한국폴레텍항공대학, 공군교육사령부, 경남항공고

 공군교육사령부(공군과학고), 공군제3훈련비행단

교류‧문화
 항공우주기술교류회, 우주항공포럼, 사천항공우주미니클러스터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KAI 항공우주박물관

자료)산업연구원, 항공부품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 2012.

3) 핵심 선도 기업 존재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의 중심은 사천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산업(KAI)임

  -KAI는 지난 99년 국가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삼성항공‧현대우주항공‧대
우중공업 등 3사의 항공 관련 부문 합병을 통해 설립된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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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우주산업 분야의 완제기와 기체부품, 소모성 물품(MRO) 등 군수‧민수

사업을 맡고 있음

❍2010년 기준 종업원 수는 2,960명으로 국내 전체 항공인력(9,334명)의 약 

32.2%를 차지하고, 매출액은 1조2,663억원으로 전체(3조1,563억원)의 40.

1%를 차지하는 등 항공기 생산 프로세스 전 공정에 걸친 생산 인프라를 구

축하고 특히, 국내 항공기 군수물량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주요 사업 분야는 항공기의 고정익‧회전익‧기체구조물과 위성 등이며

  -본사는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유천리 802번지에 있으며, 사천1사업장, 

사천2사업장, 창원사업장, 서울사무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우주개발연구

센터 및 항공우주박물관 등을 두고 있음

(표3)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의 생산규모 비중

구  분 단위 전국(A) 한국항공우주산업(B) 비중(B/A)

매출액 백만원 3,156,347 1,266,311 40.1

종업원수 명 9,334 2,960 31.7

자료)www.korchambiz.net.

❍최근에 KAI는 항공기 수출을 확대하고 핵심역량과 국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감으로써 내수‧군수사업 중심에서 수출 중심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계획하고, 2020년까지 개발과 생산은 물론 성능개량‧MRO‧후속지원‧훈련시스

템 등 새로운 가치영역을 재창출하여 세계적인 항공우주업체로 도약한다는 

중장기 비전을 선포함 

❍이처럼 경남에는 완제기 생산 및 체계종합을 지향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기체부품 및 창정비(Depot Maintanance)에 특화된 대한항공, 그리고 엔진

분야에서 삼성테크윈이 전문화되어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좌우하며, 부품업체 

역시 한화(유압장치)‧위아(랜딩기어) 등과 전자장비업체인 넥스원퓨처‧삼성탈

레스(레이더) 등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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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경남지역 항공우주산업 10대 사업체 현황(2012년)         (단위:억원‧명)

순위 업체명 매출액 종업원 수 생산내용 지역

1 한국항공우주산업 16,902 3,010 항공기(제조)부품 사천

2 삼성테크윈 7,626 1,234 항공기 부품(엔진) 창원

3 현대위아 600 30 항공기 착률기어 창원

4 하이즈 204 350 항공구조물, 조립 사천

5 ASTK 456 348 항공구조물, 조립 사천

6 율곡 195 157 항공구조물(중대형)가공 사천

7 수성기체 173 130 항공구조물, 조립 함안

8 샘코 144 145 항공용 DOOR 사천

9 삼우금속 140 140 부품가공, 표면처리 창원

10 S&K 122 200 항공구조물조립, 표면처리 사천

자료)경상남도,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방안, 2013.

4) 완제기 기술개발 및 부품․엔진 중심 생산체계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지역별 핵심사업을 살펴보면, 경남지역은 핵심주도 기

업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중심으로 항공기 완제기 기술개발 및 부품‧엔진‧
완제기를 주로 생산하고 있음

❍부산은 수출용 민항기 부품이 주력생산 분야이며, 충남‧대전지역은 ADD‧
KARI 등에서 개발을 주관하는 위성시스템과 무인기 등의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하며, 항공기술 R&D, 우주기술 R&D가 핵심분야임

(표5) 지역별 핵심사업 및 집적규모 

자료)KIET, 항공기산업 지역별 특화 방안 연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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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1) 관련기업의 낮은 전업도

❍경남 항공산업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관련기업들의 전업도가 매우 

낮은 점임

  -특히, 중소기업형 산업인 부품․소재분야에서 매우 심각하며

  -경남 항공산업의 비중이 전국 1위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수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항공관련 전문기업의 육성 및 생존이 어려운 실정임

❍기업의 낮은 전업도 및 수요부족 문제는 국내 항공부품․소재업체의 기술수준

이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도가 따라주지 못하기 때

문에(국내 조립기술 세계대비 80%, 소재기술 40%) 소요 필수기술조차도 확

보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항공관련업체들의 소재․부품분야에 대한 국산화 

의욕을 자극할 필요가 있음

  -소재업체의 영세성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해결하

기가 힘듦

  -현시점 지역 부품․소재업체들이 시장에 진입할 경우 과다한 투자비용이 소

요되고, 높은 기술장벽으로 기술도입 역시 자체개발과 같이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함

2) 낮은 산업집적도 수준

❍표4와 표5에 나타나 있듯이 경남의 항공산업 집적도가 전국에서 최고수준이

며, 국가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2010년)에 의하면, 정부의 클러

스터 구축방안도 항공기 제조 핵심거점(완제기‧엔진‧부품)과 MRO 유망거점

(군수)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처럼 국내 항공산업 클러스터가 사천‧진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기본구성

요소는 대부분 구비하고 있으나 선진국 클러스터와 비교할 때 규모가 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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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수준에서 열위 특히, 산업생산 측면에서 핵심주도기업의 역량과 관련

기업의 수, 고용 등이 선진 클러스터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임

(표6) 진주․사천지역과 선진국 항공우주 클러스터 비교

구  분 사천․진주(한국) 시애틀(미국) 툴루즈(프랑스) 퀘백(캐나다)

생산

고용

핵심주도기업

(세계순위)
KAI(56위) 보잉(1위) 에어버스(2위) 봄바르디(16위)

연관기업 약 40개 약 650개 약 350개 약 250개

지역생산액

(고용)

15억 달러

(약 5,000명)

354억 달러

(83,700명)

N/A

(50,000명)

124억 달러

(40,200명)

연구

개발

주요대학 경상대학교
워싱턴대학

워싱턴주립대학
지역내 3개 대학

몬트리올대학

맥길대학 등

연구기관
KARI시험평가센터KI

MM
다수 민간연구소

ONERA, CNES 

INRIA, CNRT

몬트리올 

항공우주연구소 등

주)세계순위는 Flight International(2011)의 세계 항공우주방산기업 100순위이며. 에어버스는 모회사인 
EADS의 순위임.

자료)산업연구원, 항공부품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 2012.5, p.98.

3) 자치단체별 국비 확보의 강한 경쟁

❍정부는 2010년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을 위한 청사진으로 “항

공산업발전 기본계획과 4대 전략(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기술확보, 

핵심 부품 및 정비서비스 수출 활성화, 항공기술 R&D 투자 효율성 제고,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분야 R&D 추진방향”과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을 

확정‧발표함

❍그 결과 2010년까지 지역별 중복적‧경쟁적으로 진행되었던 지자체들의 특화

전략이 정부의 ‘지역별 특화계획’ 발표 이후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 항공우주 산업 육성이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

되면서 영남권 지방자치단체들이 항공 산업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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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시는 ‘부산항공산업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대한항공과 강

서구에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대한항

공은 강서구에 있는 대한항공 테크센터 인근 23만㎡에 내년부터 2020년까지 

기체정비수리(MRO)‧항공부품소재 집적화 단지와 클러스터 지원시설을 짓기로 함

-만일 대한항공이 부산에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면 항공산업이 밀집한 

경남에 직간접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남도가 추진하는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음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인수에 나선 대한항공이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KAI를 부산의 항공클러스터로 이전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

❍대구시 역시 정부의 지역별 항공육성정책과는 무관하게 ‘대구IT+대전R&D+

경남생산’이란 ‘초광역 항공 트라이앵글’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대전과 대구는 공동으로 금년 3월 14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항공전자 

IT융합 산업벨트 조성사업’ 연구용역 토론회를 개최하여,

-2023년까지 총 6,000억원을 들여 항공 산업의 기반 구축과 인적 자원 및 

첨단기술력 확보, 사업화 등을 통해 대전과 대구시의 항공전자산업 규모를 

7조원대로 끌어올리고, 항공전자 핵심 기술기업 100여 곳 규모로 양성해 

고용 1만명을 달성할 계획임

-이는 항공 산업의 전환기를 맞아 대전 및 대구 지역에 분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항공전자 핵심 연구개발(R&D)기술과 정보기술(IT)융합을 통한 

산업클러스터를 조성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임

❍경상북도 역시 항공전자 부품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며, 2012년 9월 글

로벌 항공우주기업인 미국 보잉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영천시 하이테크

지구에 보잉사 MRO센터를 건립 중이고, 내년 10월 가동에 들어가는 이 센

터는 6,600㎡ 규모로 공군 전투기 F-15K의 전자부품 공급을 위한 생산공장 

등이 조성되며, MRO센터 인근에 항공전자부품 시험평가센터 건립도 계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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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 국내 항공우주 관련 기업체가 대부분 밀집해 있고, 두원중공업을 비

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두산인프라코어‧한국화이바 등 나로호 발사 

성공에 기여한 기업의 상당수가 자리 잡고 있지만 부산‧대구‧대전‧경북을 중

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육성계획은 경남의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제기됨  

(표7) 영남권 자치단체 항공산업 육성전략

구 분 주  요  사  업

부 산 항공기부품소재 산업 집적화, 무인항공기 수출산업화, 항공기 MRO 글로벌 기지 구축 

대 구 대전․경남연계 항공우주 IT융합벨트 조성

경 남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지정 

경 북 항공전자부품 산업단지 조성
자료)매일경제, 2013.3.21.

3. 육성정책

1) 정부의 육성정책

❍정부는 ‘2020년 항공산업 Global 7 도약’을 위한 청사진으로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4대 전략과 13개 추진과제를 제시함

-전략 1과 4대 과제 : 완제기 개발을 통한 시장선점 및 기술확보(기종별로 

전략 차별화 및 민․군 균형개발, 수출 민항기와 전략 군용기 개발로 발전

기반 구축, 미래형 비행체 선도개발로 기술과 시장 선점, 탐색개발과 본개발 

분리로 개발위험 완화)

-전략2와 3대 과제 : 핵심부품 및 정비서비스(MRO) 수출 활성화(대형민항기 

국제공동개발 참여 확대, 민수부품 수출산업화 역량 제고, 항공정비서비스

(MRO) 산업화)

-전략3과 2대 과제 : 항공기술 R&D 투자 효율성 제고(World Leader급 

10대 항공 핵심기술 선정, 선택과 집중에 의한 항공 핵심기술 확보)

-전략4와 4대 과제 :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항공산업 맞춤형 금융지

원제도 마련, 지역별로 특성화된 항공 클러스터 육성, 우수인력 확보 및 

원활한 인력 공급,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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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발전의 기본계획 후속조치로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분야 

R&D 추진방향’과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을 확정‧발표함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 및 항공분야 R&D 추진방향’은 선진국이 이전을 

회피하는 핵심기술이며, 항공 선진국 도약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시

급히 확보해야 하는 기술로 ‘항공기 통합설계 기술’‧‘지능형 자율비행 기술’ 

등 10개 기술 분야가 선정되었음

-정부는 10대 항공핵심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 역할 분담2)에 따

라 정부 R&D 투자를 집중하고, 완제기 개발 사업 추진시 10대 핵심기

술3)을 중심으로 국산화 목표를 정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임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계획은 지자체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별 

보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립함

-동 계획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항공기 제조‧MRO‧R&D 등 기능별로 육성 방

향을 제시하였으며, 산업 발전 단계별로 핵심거점지역과 유망거점 지역을 선정

-1단계는 완제기 본 개발 착수 이전 시기로, 핵심거점지역으로 항공기 제조는 

경남, MRO는 부산, R&D는 대전을 각각 지정하였으며, 유망거점지역으로

는 항공기 제조는 부산과 경북, MRO는 충북을 선정

-2단계는 향후 완제기 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시기로 항공기 제조 유망거점

지역으로 전북을, R&D 유망거점지역으로 경기‧전남을 선정

-3단계는 군수 MRO 아웃소싱 확대 및 민수 MRO가 확대되는 시기로 

MRO 핵심거점지역으로 충남을, 유망거점지역으로 대구‧인천을 지정

❍이 계획을 중심으로 정부는 지자체 예산 지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항공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현장연계 기술개발‧생
산지원을 위한 연구센터, 시험‧평가센터 등 인프라구축 지원 등 지역 인프라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할 예정임

2)산업통상자원부는 민항기 개발 및 부품개발 지원,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용기 개발, 국토부는 완제기‧부품 

개발과 병행한 안전인증 기반을 구축함.

3)항공기 통합설계 기술, 지능형 자율비행 기술, 고효율 친환경 추진시스템, 객실 안락성․편의성 향상 기술, 

비행 안전성 향상 및 시험평가 기술, 차세대 소재 및 기체 구조물, 차세대 항공전자 기술, 무장통합 

시스템, 고기능 서브시스템․보기류 부품, 기능개선/개조 기술임.



Ⅰ. 경남 항공산업 특징과 육성정책

- 15 -

(표8) 정부의 항공산업 지역별․기능별 발전방향

구  분 지역 특화 분야 선정사유

항공기 

제조

핵심거점 경남 완제기‧엔진‧부품(기체) 생산/수출, 핵심기업

유망거점

부산 부품(기체‧기계‧소재) 생산/수출, 핵심기업

경북 부품(전자) 생산, 핵심기업, 전자부문 인프라

전북 부품(복합재) 탄소소재 및 부품산업, 새만금

MRO

핵심거점 
부산 민수‧군수 생산/수출, 핵심기업, 김해공항

충남 군수‧민수 우수한 시설 및 장비(軍정비창)

유망거점

충북 민수 청주국제공항, 지자체 의지

경남 군수 핵심기업, 사천공항

대구 군수 대구국제공항, 軍정비창

인천 민수 인천국제공항(국내 최대 물동량)

R&D

핵심거점 대전 정부 R&D 연구기관 인프라(항우연‧ADD)

유망거점
경기 민간 R&D 고급인력, 다수의 주도기업 입지

전남 시험평가 비행시험센터, 무안공항

2) 경남의 육성정책

❍경상남도는 2010년 1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항공산업 Global 7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비롯해 중앙정부의 항공우주산업 및 관련 부품소재육성 정책 등

의 국가상위계획 및 지역 내외 산업정책 보고서 분석을 통해 경남도의 육성

방안을 재조정 즉,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정책방향과 

향후 10년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방향을 제시함

❍경남을 “항공우주산업의 동북아 거점으로 발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향

후 10년간 추진이 필요한 전략을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10대 핵심

기술 개발,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3가지 관점을 제시함

❍첫째, 경남도에 기 조성되어 있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보다 효과적이고 

경쟁력이 높은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항공산업 집적화 및 효율성 제고

를 통한 국내 최고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항공산업용지 포화상태, 중소

기업 연구기반 부족, 항공기 운영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생산거점 확대, 

연구거점 조성, 항공인프라 확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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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경남의 항공산업 육성 전략 

비    전 경남을 동북아 항공산업 생산거점으로 육성

정책목표
• 2020년 매출 1,000억원대, 항공강소기업 10개 육성
• 국내 항공산업 중심지로서 입지 공고

추진전략

• 인프라 조성
  ‑ 산업단지 조성으로 생산거점 확대

  ‑ 경비행장 조성으로 소형항공기 산업 및 항공레저 인프라 확충 등

• 핵심기술 개발
  ‑ 소형기체계개발, 핵심부품개발기술

  ‑ 민항기핵심설계기술, 미래생산기술

•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 항공부품기업 글로벌화 지원

  ‑ 항공공동장비활용센터 운영 

  ‑ 중소기업 인력수급 및 훈련지원

  ‑ 항공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및 제도개선

  ‑ 첨단항공우주도시 정주여건 조성

❍둘째, 항공우주산업의 원천기술확보, 개발체계 구축, 양산체계 구축 등을 목

표로 핵심기술 개발 선정 : 소형기체계개발, 핵심부품개발기술, 민항기 핵심

설계기술, 미래생산 기술 부문에서 10대 핵심기술 개발

❍셋째, 경남 항공우주산업 관련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정책 마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해결책 제시, 중견기업 10개 육성의 

목표를 설정 : 항공부품기업 글로벌화 지원, 항공공동장비 활용센터 운영, 

인력수급 및 훈련지원, 자금지원 및 제도개선, 첨단항공우주 도시정주여건 

조성 등 실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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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 필요성

1. 경남경쟁력 강화 전략 대안

❍경남은 2011년 핵심전략산업 즉, 기존핵심산업군(10개산업:지식기반기계‧로
봇산업9, 항공우주산업1)과 신성장동력산업군(11개산업:차세대에너지산업 6, 

IT 융복합산업 5)을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발표함

❍이 중 항공우주산업은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이라는 새 정부 국정기

조에 가장 부합하는 산업인 동시에 광범위한 기술파급효과 및 높은 산업연관

효과를 고려할 때 전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화수분임

-정부는 국내 항공산업 기반 형성 초기의 문제4)를 최대한 빨리 만회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육성시킬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음

-항공관련 산업인 기계산업은 세계 9위, 자동차는 세계 5위, 휴대폰 관련업은 

세계 2위 수준으로 2000년 초에 비해 항공 관련 기반의 경쟁력이 향상되었고, 

국방예산은 세계적 수준(10위권)이며, 군 보유 항공기(고정익 8위, 회전익 

6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운항수요(여객 14위, 화물 3위)도 창출하고 있음

-교통량 정체와 자동차를 대체할 PAV(Personal Air Vehicle) 내수시장이 

창출될 전망5)이고,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무인기(IT기

술이 50% 이상 차지) 시장도 급속하게 성장할 전망6)임

❍무엇보다도 현재와 같은 산업기술은 중진국 수준의 경쟁력이면서 선진국과 

같은 높은 토지비용과 고임금을 감당하고 있고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

4)국내의 항공산업 발전과정을 보면, 1990년대까지 면허생산위주의 단순 생산과, 군소 4사(삼성, 현대, 대

우, KAL) 의 경쟁이었고, 중형항공기 개발(1993~1999 중국과 공동개발 등) 실패, 군용기 위주 완제기 

개발, 유일한 완제기 업체 KAI 설립(1999)이후에도 역량 집중이 미흡했다고 판단함.

5)PAV(Personal Air Vehicle)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대변되는 소형 개인용 항공기를 말하며 미래 교통

수단의 핵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이미 PAV가 현 교통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최적의 대안이자 막대한 경제‧사회적 잠재력을 지녔음에 주목하고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를 추진 중인 상태이며 국내에서도 항우연과 한국교통연구원을 중심으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 

6)무인기 임무 영역 확대로 2020년에는 현재의 시장규모가 3배 정도로 예상하며,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무인기(군단급)의 운용은 세계 10번째이며, 세계 2번째로 틸트로터형 무인기를 개발 중(스마트무인기 

개발사업, 2002~2012, 1,010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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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항공우주를 비롯한 최첨단 분야의 육성 및 발전을 통한 구조고도화 

전략이 대안이 될 수 있음

(표10) 경남의 제조업 전국 비중 추이                      (단위:십억원‧%)

구분 2001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06
∼2011
연평균
증가율

전국 152,311 (100.0) 222,145 (100.0) 240,124 (100.0) 255,419 (100.0) 266,630 (100.0) 317,566 (100.0) 354,372 (100.0) 8.1

서울 8,695 (5.7) 10,575 (4.8) 10,870 (4.5) 10,260 (4.0) 10,814 (4.1) 12,323 (3.9) 12,036 (3.4) 2.2

부산 6,516 (4.3) 7,824 (3.5) 8,384 (3.5) 9,822 (3.8) 9,413 (3.5) 10,600 (3.3) 11,267 (3.2) 6.3

대구 4,494 (3.0) 5,633 (2.5) 5,915 (2.5) 5,711 (2.2) 5,899 (2.2) 7,000 (2.2) 7,915 (2.2) 5.8

인천 9,557 (6.3) 11,778 (5.3) 12,932 (5.4) 12,608 (4.9) 12,530 (4.7) 14,906 (4.7) 15,853 (4.5) 5.1

광주 2,925 (1.9) 4,555 (2.1) 4,735 (2.0) 4,871 (1.9) 4,793 (1.8) 6,656 (2.1) 7,299 (2.1) 8.2

대전 2,458 (1.6) 2,724 (1.2) 3,024 (1.3) 3,400 (1.3) 3,520 (1.3) 4,027 (1.3) 4,604 (1.3) 9.1

울산 14,944 (9.8) 21,726 (9.8) 24,285 (10.1) 27,565 (10.8) 27,967 (10.5) 32,420 (10.2) 41,721 (11.8) 11.5

경기 41,538 (27.3) 56,596 (25.5) 59,622 (24.8) 58,153 (22.8) 60,278 (22.6) 73,504 (23.1) 79,872 (22.5) 5.9

강원 2,194 (1.4) 2,283 (1.0) 2,476 (1.0) 2,592 (1.0) 2,866 (1.1) 2,991 (0.9) 3,215 (0.9) 5.9

충북 7,135 (4.7) 9,553 (4.3) 10,394 (4.3) 10,084 (3.9) 11,251 (4.2) 13,779 (4.3) 15,522 (4.4) 8.4

충남 9,963 (6.5) 19,805 (8.9) 21,941 (9.1) 23,587 (9.2) 29,589 (11.1) 37,182 (11.7) 44,148 (12.5) 14.3

전북 3,938 (2.6) 5,480 (2.5) 5,986 (2.5) 6,347 (2.5) 7,544 (2.8) 9,153 (2.9) 10,705 (3.0) 11.8

전남 5,963 (3.9) 11,920 (5.4) 13,717 (5.7) 17,714 (6.9) 15,496 (5.8) 20,027 (6.3) 23,659 (6.7) 12.1

경북 16,128 (10.6) 28,180 (12.7) 27,893 (11.6) 31,339 (12.3) 32,076 (12.0) 37,921 (11.9) 39,494 (11.1) 5.8

경남 15,710 (10.3) 23,301 (10.5) 27,690 (11.5) 31,125 (12.2) 32,248 (12.1) 34,675 (10.9) 36,649 (10.3) 7.8

제주 153 (0.1) 212 (0.1) 260 (0.1) 243 (0.1) 347 (0.1) 402 (0.1) 411 (0.1) 11.7

자료)통계청, KOSIS지역계정.

(그림2) 경남제조업의 전국비중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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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업적 수요 이외에 경남경제의 경우 제조업 중심으로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여 왔지만 전국 제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2.2%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며 연평균증가율

(2006~2011년)도 전국 평균 8.1%에 비해 낮은 7.8%를 보임(표10‧그림2 참조)

❍사천지역의 항공클러스터 추진은 정부의 광역규모 산업생태계 정책과 연계

성을 지니기 때문에 조성 효과를 크게 얻을 것으로 보임  

-지식경제부는 2012년 1월 4일 광역선도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규모의 산업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개

편할 것이라고 밝힘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하기 위해 첫째, 개별기업 단독으로 추진하는 R&D

보다는 광역권내에서 지역기업‧대학‧기술지원기관 간의 산학연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 등을 우선 선정‧지원

-둘째, 교육과학기술부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지역기업의 인력수요에 맞

춰 우수 인력을 양성‧공급하고, 대학이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산학

협력체제를 정착시킬 계획임

-셋째, 기업의 사업 참여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 즉, 주관기관 참여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과제는 매출 2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기업, 중형과제는 매출 10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함

❍무엇보다 나로호 발사 성공은 경남의 항공산업을 도약시킬 뿐만 아니라 관

련산업의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효과도 누릴 수 있고, 항

공제품 수출을 통한 최첨단 산업 이미지는 관련성이 높은 기존의 전통산업

(자동차‧조선‧공작기계 등)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클

러스터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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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산업 구조고도화 촉진

1) 항공업체 관계자의 수요 충족7)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 관련해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어느 정도 필

요한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76.9%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아주 필요가 26.5%, 필요가 40.4%, 보통이 19.1%, 적음이 11.5%이었음

-집단별로 응답을 보면, 전문가의 경우 41.9%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아주 

필요”, 43.0%가 “필요”라 답한 반면, “필요성이 적거나 거의 없다”고 응

답한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항공우주부품업체의 경우, 31.1%에 해당하는 업체가 “아주 필요”, 37.7%는 

“필요”, “필요성이 적거나 거의 없다”는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전문가 집단과 항공우주부품업체 역시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이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그림3) 경남의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필요성

2) 핵심 부품기술과 소재기술 발전

❍정부가 지난 30년간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항공우주산업 구조는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세계 12위의 기술력과 독자 완제기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부품기술과 소재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음

7)경상남도․산업연구원, 항공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연구, 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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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취약성의 원인은 군수‧민수간의 체계적 육성전략이 갖추어져 있지 못

한 상태에서 국내 수요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구했고, 산업 내에서의 부품‧
완제기 간 동반성장 전략보다는 완제기 체계종합 위주의 개발전략을 추진

했기 때문임

❍첫째, 사천의 “항공산업 집적단지 조성” 계획과 어울러 국내의 열악한 항공

기 부품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시킬 수 있는 대안이며, 완제기-부품산업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임

-부품산업이 발전을 해야만 항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할 수 있고, 세

계시장에서도 완제기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부품산업의 발

전이 긴요한 과제임

-클러스터 조성은 취약한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업체간 내부경쟁과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산업발전이 가능함. 특히, 부품업체의 결집을 

통해 중앙정부의 부품산업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둘째, 항공기 수출의 대부분이 절충교역에 의한 기체부품인 점을 고려할 때 

우량항공우주부품기업의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주력 수출품인 기체부품도 대부분 KAI‧삼성테크윈‧대한항공 등 대기업이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해 그 기반이 매우 취약. 즉, 대부분의 중소기업

들은 내수중심‧군수중심의 생산구조를 가져 전적으로 대기업 수주에 의존

하고 있음

-현재의 대기업 중심의 수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품산업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수출 중심의 우량 부품업체를 적극 발굴, 육성할 계기가 됨

❍부품업체의 수출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품업체 간 정보공유와 네트워

크 강화, 해외공동 수주를 위한 구심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천지역의 클러

스터는 부품수출 핵심 거점 클러스터 조성을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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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부권 지역 발전과 경남의 균형발전 견인

❍사천시의 인구는 경남의 3.5%, 지역내총생산은 3.8%를 나타내며,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볼 때 서부권의 인구는 경남의 16.6%, 지역내총생산은 13.2%를 

보여 인구 대비 지역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연구원 내부자료인 지역낙후도 지수의 경우 서북부권 -36.71, 서부권은 

-4.56, 동북부권 10.53, 동부권 30.37로 나타나 항공클러스터의 중심지인 

서부권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실정임 

❍서부지역이 동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요인이 산업구조 취약과 열

악한 재정사정, 지속적인 인구유출, 지리적 한계, 각종 토지이용규제와 개발 

가용지 부족 등이 혼재된 것8)이라 할 때, 사천지역의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

성은 경남의 성장을 견인할 뿐 아니라 해당 권역에 인구유입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됨  

(그림4) 경남의 권역별 지역총생산 비중 (그림5) 경남의 권역별 지역낙후도 지수

8)정재희․마상열, 서북부 낙후지역의 경쟝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경남발전연구원, 2012.10, 
pp.1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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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경남의 권역별 경제규모 및 낙후도 지수 현황(2010년)     (단위:명‧십억원‧천만원‧%)

구    분 인구 GRDP 1인당GRDP 낙후도

경    남 3,348,254 (100.0) 73,384 (100.0) 2.2

서북부권 192,882 (5.8) 4,597 (6.3) 2.4 -36.71

합천 51,516 (1.5) 827 (1.1) 1.6 -12.34

산청 35,900 (1.1) 628 (0.9) 1.7 -8.97

함양 41,615 (1.2) 684 (2.9) 1.6 -8.73

거창 63,851 (1.9) 1,011 (1.4) 1.6 -6.67

서 부 권 556,446 (16.6) 9,678 (13.2) 1.7 -4.56

진주 338,475 (10.1) 4,907 (6.7) 1.4 7.29

사천 116,223 (3.5) 2,791 (3.8) 2.4 1.91

남해 49,889 (1.5) 666 (0.9) 1.3 -7.49

하동 51,859 (1.5) 1,314 (1.8) 2.5 -6.27

동북부권 986,608 (29.5) 18,944 (25.8) 1.9 10.53

김해 517,316 (15.5) 8,780 (12.0) 1.7 13.58

밀양 111,472 (3.3) 1,823 (2.5) 1.6 -2.35

양산 264,334 (7.9) 6,339 (8.6) 2.4 13.1

의령 30,735 (0.9) 627 (0.9) 2.0 -8.34

창녕 62,751 (1.9) 1,374 (1.9) 2.2 -5.46

동 부 권 1,612,318 (48.2) 41,612 (56.7) 2.6 30.73

창원 1,103,849 (33.0) 27,127 (37.0) 2.5 15.85

통영 143,632 (4.3) 2,041 (2.8) 1.4 6.16

거제 236,435 (7.1) 8,338 (11.4) 3.5 12.54

함안 69,822 (2.1) 2,130 (2.9) 3.1 1.35

고성 58,580 (1.7) 1,975 (2.7) 3.4 -5.17

주)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GRDP는 2005년 가격기준임.
자료)통계청 K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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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성공 가능성

1. 성공조건9) : 영국과 프랑스 사례 분석

1) 핵심선도기업 존재

❍영국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한 항공우주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음

-클러스터 조성의 배후에 핵심 선도기업이 존재하고

-클러스터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관련 지원기능

-물류 및 인력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입체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야 함

❍영국의 경우 웨일즈 지역에 에어버스가 입주해 있고, 남서부 지역에는 BAE

와 웨스트랜드가 지역거점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뚤루즈에 에어버스가 핵심 선도기업 역할을 수행하며, 에어

버스가 입주하기 전에 3,000∼4,000명에 불과한 항공우주 인력이 소재했음

❍핵심 선도기업의 존재는 관련 협력기업의 가장 큰 유인 조건으로 작용하며 

관련 지원기반을 갖추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함

2) R&D 및 교육‧훈련 하부기반 존재

❍항공산업은 최첨단 기술산업으로 고도의 지식집약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R&D 기능과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이 요구되고 

이들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전제되어야 함

❍영국과 프랑스 모두 국가의 대표적인 R&D기관이 입주해 있으며(영국:웨일즈 

DARA, 프랑스:뚤루즈 ONERA, CNES), 훌륭한 교육‧훈련기관(영국:각종 

대학 인접, 프랑스:뚤루즈 주요 항공우주대학 소재)이 클러스터와 연계되어 

있음

9)다음 책을 중심으로 재정리함. 경상남도․산업연구원, 항공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연
구, 2006.7, pp.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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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항․고속도로 자원수송 인프라 구축

❍원활한 물적‧인적자원 수송을 위한 입체교통망인 공항이 인접해 있음

-영국남서부지역은 브리스톨 국제공항을 비롯해, 리버풀공항‧맨체스터공항 

등이 인접

-영국웨일즈는 북부지역 브로턴에 국내선 공항이, 남부지역의 카디프에 국

제선 공항이 위치

-프랑스 뚤루즈는 뚤루즈 국제공항이 운영되고 있음

❍이들 국제공항은 거주 인구수가 비교적 적은 중소도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국제공항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유럽지역 내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4) 클러스터 중요성 인식과 전략적 육성

❍선진국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략적 육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영국의 웨일즈 주 정부는 4대 전략적 항공우주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

며, 토지비용지원 등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영국 남서부 지역은 SWRDA를 중심으로 입주기업들의 전반적 경쟁력 향

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통해 클러스터 하부기반을 강화하고 있음

-프랑스 뚤루즈 지역은 최근 프랑스정부의 6대 세계적 클러스터 육성계획에 

따라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있음

❍각국 정부와 자치단체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적극 육성하는 배경에는 

항공산업을 지속발전 가능한 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동시에,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향유, 자국의 항공산업 우위를 지속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됨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는 클러스터 내 핵심 기업의 후발국 이탈을 막고, 신규투

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혜택 제공, 인프라 투자, R&D지원 등 다양한 정

책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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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인프라 투자 등의 ‘간접지원’보다는 경영실

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조세지원, 에너지요금 인

하, 산학연 공동 R&D 투자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확대하는 데 주력

하고 있음

-‘산학연 협력 체계’의 구축경험을 토대로, R&D 투자, 교육프로그램의 개

발 등에서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과 연구기관‧교육기관 간의 협업 및 분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항공우주 연구개발 확충을 위한 ‘하드웨어적’ 설비 및 시설 

투자보다는 R&D 투자 지원,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소프트파워’ 강화를 위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12) 선진각국의 클러스터 조성의 시사점

• 핵심선도기업의 존재
‑ 영국 : 에어버스, BAe, 웨스트랜드
‑ 프랑스 : 에어버스 

• R&D 및 교육훈련 지원기능 풍부
‑ 정부연구기관의 입주
‑ 항공우주 대학 입주

•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 영국 주 정부
‑ 프랑스 정부

• 공항 등 인프라 존재
‑ 영국 브리스톨 국제공항
‑ 프랑스 뚤루즈 국제공항

2. 성공가능성

1) 국내 유일의 완제기 업체 위치

❍선진국의 클러스터 육성 사례를 보면, 완제기 분야가 클러스터의 성장을 선

도하고,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의 추가적 역량에 따라 ‘+α’를 추구하는 전

략을 가짐 

-완제기 생산 부문이 클러스터 역량 강화를 선도하면, MRO, 부품 및 관련 

R&D, 항공기 엔진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이 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클러

스터를 조성‧발전시킴(‘완제기 + α’ 방식) 

-특히 R&D의 부문의 강화는 완제기 분야의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위해 

중요도가 높게 인식 되어 클러스터 차원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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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핵심 주도기업(주로 완제기 제조업체)의 존재가 클러스터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클러스터내 생산‧수출‧고용‧R&D 부문에 이들 기

업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임

-캐나다 몬트리올의 경우, 확실한 봄바르디사에 의한 1사 체제를 구축‧유지

하면서, 지방 정부 차원의 R&D 지원, 조세지원 및 금융지원 정책을 통해 

클러스터 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핵심주도 기업의 핵심 사업역량에 따라 클러스터의 기능별 성격이 결정되는 

‘기업 주도적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함10)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의 기본전제는 산업을 주도하는 대형완

제기 개발‧생산 업체인 핵심선도기업 근처에 입지하고, 제품의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모기업-협력기업 간 정보공유 및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협

력이 긴요함

❍경남 사천지역은 국내 유일의 완제기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위치하

고, 인근에 항공기 부품업체인 두원중공업‧S&K항공‧대신항공‧(주)아스트‧(주)

에어로매스터‧AET테크 등 상당수의 부품업체들이 인근에 소재하여 우리나라

에서 입지가 가장 적합함

-선진국에서도 대부분의 클러스터가 대기업이 소지한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음

-프랑스의 경우 뚤루즈지역-에어버스사를 중심으로 300여개의 관련업체, 

영국 브리스톨의 경우 에어버스UK‧롤스로이스(엔진)‧웨트트랜드(헬기) 등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500~600개 부품업체 소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아시아 2대 항공우주 생산업체로 지위가 급상승하고, 

사천시는 세계 10대 항공기 공급기지로 부상할 전망

10)대형 항공기분야 특화:워싱턴 주 시애틀(보잉), 독일 함부르크 및 뚤루즈(에어버스), 소형기분야 특

화:캔자스 주 위치타(세스나‧호커비치크래프트), 중소형기분야 특화:퀘벡주 몬트리올(봄바르디), 엔진

분야 특화:퀘벡 주 몬트리올(P&W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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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억7,000만 달러 수준의 매출액으로 아시아 8위권(′04년 기준에서) 

2020년 25~30억달러 수준의 매출액을 시현할 전망

-현재 50~60개 내외 부품업체 수를 500개 정도로 대폭 확대되어 독자 항

공기 수출에 따른 후속 비용 부품수출과 대형여객기 개발참여에 따른 부

품수요의 발생은 국내 항공기부품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

❍항공우주제품 수출을 통한 최첨단 산업국가 이미지는 항공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기존의 전통산업(자동차‧조선‧신소재‧공작기계 등)의 경쟁력제고에 기여

(원산지 효과의 간접적 수혜)할 것임

2) 강한 입지우위 요인 존재 

❍클러스터가 원만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지원 시설, 관련 

인프라가 성숙되어야 하고. 원활한 인력공급 등 하부기관이 충분히 조성되

어야 함

-사천지역은 경상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및 항공우주특성화대학원‧한국폴리

텍항공대학‧경남항공고등학교 등 기술 및 기능인력을 공급할 수 있고,

-KARI 시험평가센터가 1시간내 고흥에 위치해 있고, 창원에 부품 전문연

구기능을 담당하는 KIMM이 소재하며, 경상대학교 부설 항공기부품기술 

연구소가 있어 연구기반도 비교적 우수한 실태임   

-공군 교육사령부와 공군비행훈련단‧공군기술고등학교 등이 산재하여 하부기

관을 구축하고 사천공항이 소재하여 항공기의 각종 시험 테스트뿐만 아니

라 중앙과 효율적인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볼 때, 사천지역은 항공우주산업 특히 부품산업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어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가

능성을 가지고 있음 

-더욱 발현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KAI를 지원할 수 있는 전방 부품업체들의 집중화와 함께 집중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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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과 기존 인프라 간 유기적 연계를 강화시키는 네트워크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에 기반한 기초 인프라 역량강화를 통한 네트워크 역량의 제고를 통해 

이들 입주기업들의 장기적 경쟁우위를 강화시키는 방안마련이 필요함

(그림6) 사천시 항공클러스터의 입지우위 요인

3) 지자체의 강한 정책적 의지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포항테크노파크의 성공요인과 발전방향”에서 포항테

크노파크의 성공요인을 효율적인 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시스템 구축, 행정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제시해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함11) 

11)한국은행 포항본부, 포항테크노파크의 성공 요인 및 발전 방안, 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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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동북아 항공우주산업의 생산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항공우주산

업 집적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내 최고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하고자 “경남 항공우주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함12) 

-경상남도는 항공우주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클러스터 집적도를 높이는 것

이 매우 중요한 산업발전의 선결조건이므로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항공

산업단지의 성숙도를 고도화할 수 있는 육성목표를 설정

-국내‧외 항공산업 클러스터와 차별화하고 기 구축된 기반 및 산업체 역량

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클러스터조성과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구축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 역량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산업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7) 경남의 항공클러스터 조성 추진 정책

12)경상남도․경남테크노파크, 경남항공우주산업발전 기본계획,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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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국내 항공우주부품 생산 및 수출을 주도하는 “항공우주부품 수

출의 핵심거점 클러스터”를 통해 “항공산업의 동북아 거점 육성” 목표를 조

기에 달성하고, 내수의존형 기업구조에서 수출주도형 기업구조로 구조 고도

화 및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를 유도하는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설정함

❍이러한 계획에 대해 산업연구원은 지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은 궁극적

으로 국가산업 발전방향과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적절한 것으로 평가

하고 있음

4)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부합성과 적정성 평가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의 하나로 육성하고 있다는 정책기

조에 맞추어 국책연구기관(산업연구원)은 항공우주클러스터 추진을 정책의 

높은 부합성으로 보고, 산업단지가 혁신클러스터로 지정할 경우 그 파급효

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또한 입지 접근성에서도 보면 6km 이내에 광역교통망이 연결되고, 국내외 

공항 이용도 용이하며, 철도 및 항만 수송 역시 우수한 편. 즉, 산업집적 

및 혁신역량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지식집약형 기계산업의 광역산업벨트(포항~창원~광양)내 위치하고, 경남기

계 테크노벨트사업과도 정책적으로 부합한 것으로 평가하고 산업특성상 투

자규모가 매우 크고, 투자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업체 차원의 독자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현재 국가산업단지의 클러스터 추진성과에 따른 전국 확산과 지역혁신역량

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단지 확대사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클러

스터 형성의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를 제시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정책의 부합성, 산업 집적도, 산업단지의 잠재경

쟁력, 지자체의 육성의지,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산업단지의 

항공우주클러스터 지정 입지여건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정의 필요성 측면에서 매우 절실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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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발전방안

1. 기본방향

1) 주체별 강한 연계망 구축

❍항공산업의 육성은 대규모 자금과 기술관련 전문인력 확보 특히, 융복합적 

산업정보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발

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도 이끌어 내어야 하지만 연관산업 뿐만 

아니라 타 자지단체와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야 함  

❍첫째, 중앙정부는 완제기와 부품산업간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국

산화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부품개발 정책이 필요함

-완제기와 부품산업 간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KAI의 완제기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 정부가 지역의 부품업체이 완제기 개발 시 

핵심부품 개발에 동반 참여시켜 시설‧인력 및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도 사례임

-국산화율 저조는 부품산업 낙후로 집결되기 때문에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부품개발 정책이 필요함 : 완제기 개발 계획 수립 시 부품국산

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는 기술 잠재력이 높고 첨단기술 

개발의지가 높은 중소업체들의 진입기반을 넓혀 줄 수 있음

❍둘째, 경남의 항공우주 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전

문업체로부터 부품을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

의 해외 항공기부품 공동수주를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함 : 현재 항공

부품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의 대부분은 기술잠재력은 충분하나 해외 수

주를 위한 영업조직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임

❍셋째, 경상남도는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유치되고 육성되도록 각고의 노

력을 가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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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공기 제작사들은 상당 부분의 부품을 아웃소싱하고 있으며, 아웃소

싱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국내외 관련업체들의 

시장진출 확대가 요구될 것으로 보임

-경쟁력 있는 부품을 제작 및 개발할 수 있는 중소 전문 업체를 정책적으로 

유치 및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정부의 10대 항공핵심기술 선정과 

연관된 생산사업 둘째, 유지보수용 수입대체 부품의 선정과 국산화 사업 

셋째, 독자적인 설계 및 공정기술 등 기반기술 강화 사업 넷째, 국제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 가능성 다섯째, 최종조립업체와 부품공급업체간 상호 협

력적 관계가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상으로 유치와 육성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해외업체의 지역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

여 해외직접투자업체를 통한 제3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항공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넷째,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가지고 교육‧훈련 관련인프라를 적극 

구축하여야 함

-국내외 전문가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유도하고, 취

약부분 파악과 대응전략을 상시 마련하도록 하여야 함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공급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향후 급증하는 수요에 

대비해 관련학과의 학생 수를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과 원활한 산학 연

계를 위해 중앙의 항공우주 관련대학을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여야 함 

❍다섯째, 효율적 클러스터 조성이 되도록 산학관련 연계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

-기업들의 R&D 활동을 지원하거나 개발을 대행하며 부품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인증 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공우주 전

문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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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I가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전간의 거리제약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고, 창원의 KIMM, 고흥의 항공기시험평가센터 등과도 유기적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지역단위의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기 위해서는 정부 못지않은 기획

능력을 가지는 조치를 강구해야 함  

2) 단계별 기술개발체계 마련 

❍산업연구원에서 항공우주업체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을 위한 효율적인 방

법(무순위‧2배수 응답)이 무엇인가를 전문가와 관련기업체에게 설문조사 결과

❍“선진국 항공업체와 공동생산-기술개발 프로그램 참여”가 37.0%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은 “자체모델 및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이 31.3%, 

“선진국 항공업체와 기술이전 협약” 12.4%, “국내 대기업의 기술이전” 

9.1%, “국내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개발지원‧이전” 5.6% 등이 뒤를 이음

❍경남의 가용재원 한계와 항공산업의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별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도 대안 중 하나임 

(그림8) 경남의 항공산업 기술개발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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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산거점지역 확대

1) 클러스터 사업 선정과 시행

❍정부는 2005년부터 R&D역량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산업단지를 

신성장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7개 시범단지 즉, 창원(기계), 구미(전자), 울산(자동차), 반월‧시화(부품소

재), 광주(광산업), 원주(의료기기), 군산(기계‧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산업

단지 클러스터사업 시작함

-성과확산을 위해 2007년에 5개의 산업단지 즉, 인천 남동(부품소재), 대구 

성서(메카트로닉스), 부산 녹산(조선기자재), 전남 대불(중형 조선), 충북 

오창과학(전자정보)을 추가 선정하여 시행함

❍클러스터 사업 선정기준은 기본역량 평가(산업의 집적), 역동성 평가(성장성, 

노동생산성, 지역산업의 생동력, 성장산업여부), 혁신역량평가(투입산출역량, 

거버넌스, 광역클러스터발전) 등 프로세스를 가짐

❍기존 연구13)에 의하면 사천지역의 항공클러스터 대상지역은 정책의 부합성, 

산업의 집적도, 산업단지의 잠재경쟁력, 지자체의 육성의지, 산업의 전후방 

파급효과 등 측면에서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사업 선정의 필요성이 시사됨

❍정부는 산업클러스터의 전국 확산과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범단지 확

대사업 추진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항공클러스터 성공의 기회요인으로 보고 

단계별 접근 방식 즉, 정부가 산업클러스터 사업을 기존의 국가산업단지 위

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미니클러스터를 한 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임

❍클러스터 사업이 선정되면 항공부품산업 육성, 기존 거점과의 네트워킹 등 

시너지효과를 배가할 것으로 보임 

-제품의 개발 및 생산과정에서 모기업과 협력기업 간의 협력

13)경상남도․산업연구원, 항공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연구, 2006.7, pp.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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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체계종합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전문 부품

업체를 집적화를 촉진

-미국 워싱턴 항공클러스터의 경우처럼 연관성 강화 및 융복합화를 통합 새

로운 시너지효과 창출 즉, 주력 산업인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생명

과학‧환경공학 분야와 협력을 통해 항공우주 개발 효과를 마련

2)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상남도는

-첫째, 자주국방 측면, 산업‧경제적 측면, 보잉787 사례와 같이 국가차원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사례를 볼 때 국가차원의 항공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둘째, 사천이 항공우주산업 인프라 국내 최대 집적지이며, 항공‧기계산업을 

포괄하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고, 진주와 아울러 항공 

연구‧지원‧교육‧훈련 등 위한 기반이 구축되어 사천지역이 절대적 우위에 

있고

-셋째, 자체 완제기 제작능력 보유 해외업체 부지규모(최소 0.76㎢~1.3

㎢), 국가 항공산업육성 프로젝트 생산거점, 글로벌 R&D센터 및 국책 연

구기관 부지수요 등을 근거로 국가산업단지 조정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의 경우

-위치는 진주시 정촌면, 사천시 축동면․향촌동 일원이며

-규모는 436만㎡(132만평)이며 사업기간은 2011~2018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777억원(국비 21 1, 지방비 306, 민자 7,260)을 계획하며

-사업내용은 중형민항기 개발 최종 조립장, 항공산업 관련 핵심부품 생산기지 

역할, 항공기술 개발 연구기관 및 교육장, 부품 테스트 및 안전 인증기관 

입지 등임

❍이를 위해 2008년에 “경상남도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

립”하고, 2009년에 경상대‧KARI가 항공우주비행체공동연구센터 구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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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에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을 마치고 “경남항공

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건의함

❍현재 국가산업단지는 40여 곳에 이르고 MB정부 출범 후 6곳이 추가 지정

되어 정부는 공급과잉의 우려와 입주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으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신규지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항공산업의 클러스터화는 세계적 추세이며, 우리나라가 항공산업 

Global 7도약을 위해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국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기반시설 건설, R&D분야 지원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항공산업과 

연관산업의 발전을 볼 때 입주수요의 부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어 조성의 정당성을 가짐

3) 부품소재업체 유치와 육성

❍첫째, 경쟁력 있는 부품을 제작 및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중소 전문 업체를 

정책적으로 유치 및 육성함

-추진의 방향은 먼저 국내 기술도입 생산사업의 국산화 품목 확대 둘째, 유

지보수용 수입대체 부품의 선정을 위해 민간항공사와 군용 항공기의 발생

빈도가 많은 부품을 먼저 추진 셋째, 독자적인 설계 및 공정기술 등 기반

기술 강화 넷째, 국제공동개발 사업에 참여를 지원임

-무엇보다도 최종조립업체와 부품공급업체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품질 가격 

경쟁력 확보의 매우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KAI를 중심으로 유치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함

❍둘째, 추진방향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가지고 해외업체의 지역유치를 적극

적으로 전개해야 함

-서브시스템 이하 단위 분야의 경우,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국내 사업

에의 공급은 물론, 이들 해외직접투자업체를 통한 제3국 수출을 적극 지

원하도록 방향을 잡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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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이라 할지라도, 해외직접투자 업체에도 문호를 개방하여, 신규지정 

품목의 경우 국내 업체와 동일한 계열화 업체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항공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항공 벤처기업들의 제품개발에 필요한 각종 벤처캐피탈 등을 지원, 항공부

품 개발된 시제품의 디자인‧상품화 지원을 함은 물론, 국내외 마케팅 지원, 

국내 항공벤처 및 창업기업, 해외 벤처 및 창업기업을 유치하여 기술혁신 

및 창업기능을 수행케 하여야 함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기업지원의 중개 및 연계 기능을 전담하는 네트

워크 허브를 구축하여 기술‧마케팅‧금융‧인력정보 등을 지원하고, 기술‧정보

교류, 항공업체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교류회‧포럼 개최, 지역산업의 

혁신자원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DB 구축하며, 항공관련 인력 및 

중개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 업체 홍보용 팜플렛 및 홈

페이지 제작 지원, 상설전시장을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기업 및 상

품을 홍보하여야 함

3.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1) 기술지원 시스템 구축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필수기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기술이전 및 지원시

스템개발”이 2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산학연 공동연구-기술개발 

시스템개발” 24.4%, “기업간 유휴장비 및 인력정보 인프라 구축” 14.1%, 

“항공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센터 설치” 13.9% 순으로 우선순위가 균등하게 

분포함

❍기능별로 보면 전문가들은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시스템이 우선 필

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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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경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필수기능

2) 항공부품 R&D지원센터 조성

 추진배경

❍첫째, 완제기 체계개발 중심의 국책연구기관(KARI, ADD)과 차별화된 현장 

중심의 산업밀착형 항공우주요소기술(부품, 기능품, 조립) 연구개발 수행 및 

지원․관리

❍둘째, 높은 수준의 신뢰성 요구에 따른 항공우주 첨단부품기술 글로벌 경쟁

력 강화 및 연구개발과제 체계적 수행‧관리를 통한 중견규모 항공기업(매출 

1,000억원) 10개 이상 육성

❍셋째, 항공구조물 선진조립기술 지원사업, 항공기 복합재 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 사업 등 기 추진사업 연계

 기대효과

❍중소항공업체의 연구개발 및 공동연구 지원으로 연구개발 역량강화

❍경남항공우주산업 분야 연구기능의 체계화 및 활성화 도모

❍생산중심 항공부품 연구체계구축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연구개발 활성화

❍항공우주부품기술개발을 선도하는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의 구심체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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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공동 R&D 협력 및 교류

 추진배경

❍항공우주 핵심기술력 제고를 위해 해외의 선진 연구기관과의 실질적이고 지

속적인 공동연구를 필요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R&D 생산성 제고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차세대 선진 항공기술 습득 및 국제공동 R&D 참여 확대 등을 위해서는 해외 

선진 항공우주연구소의 유치를 통한 국내 연구기반 확대가 필요

 기대효과

❍기술선진국과의 국제공동 R&D 협력 및 교류를 통해 항공우주 연구개발 사

업의 국제화 추진

❍차세대 항공우주기술 등 해외 선진기술을 습득하여 국내의 연구개발 역량 

및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국외 선진 항공우주 관련 연구소 유치로 국내 연구개발 기반 강화 및 핵심

역량 확보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활성화 도모

4) KARI 항공인증센터 및 소형항공기 개발기반 유치

❍사천지역의 항공우주분야는 산‧학 기반은 우수하나 산업체 연구지원 인프라 

미흡

❍항공기용 부품소재는 높은 안전성 및 신뢰성이 요구되므로 기술개발과 품질

보증에 막대한 개발비 및 인증비용이 소요되며, 항공우주 산업이 집적화 되

어 있는 사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내에 KARI 항공우주안전인증센터의 이

전이 필요함

❍국내 항공분야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에 국내 항공우주분야 품질

인증뿐만 아니라 품질분야 교육 및 기술지원을 위해서도 KARI의 항공우주

안전인증센터가 사천에 유치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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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형항공 complex(소형 항공기 활주로 조성, 항공전문교육원)와 연계

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항공우주산업 기업지원을 위해서 KARI의 

소형항공기 개발기반의 사천 이전이 필요함

5) 항공우주연구원(KARI) 분원 유치

❍1989년 한국기계연구소 부설로 설립한 이후 1996년 독립 법인화된 교육과

학기술부 소관인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을 유치할 필요가 있음 

❍항공우주연구원은 현재 항공우주분야 국내 유일 국책연구기관으로 국가 위

임업무 및 정책 개발 지원하고 항공기‧인공위성‧우주발사체의 종합시스템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실용화, 품질안전인증을 주관함

❍충청북도가 지역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2001년 청주공항내 대덕연구단지

의 항공우주연구원 분원을 유치하려 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경남도 내 분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보는 것도 필요함 

4. 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1) 부품기업 글로벌 지원

 추진배경

❍항공단지 입주기업의 수익성 제고와 부품시장에서의 성장을 위해 해외 수주를 

위한 해외영업 전담조직 신설이 필요함

❍민항기의 경우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공동협력생산이 보편화되어 시

장진입을 위해 사업제안 역량이 요구됨

 사업내용

❍수출지원단 구성 및 운영(수주 및 사업관리, 정책지원 및 운영체계구축) : 

부품생산 기업들이 빠른 시간 내 해외 진입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산

물량 확보를 통한 장기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출지원단 설립은 필

수적임



경남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발전방안

- 42 -

❍수출기업화 사업 : 내수기업의 수출능력 배양, 수출 상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정보제공을 통한 수출마케팅 지원

❍해외마케팅지원 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제품 기술동향 및 정보

파악을 위해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수출을 촉진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국제 수주지원 및 항공사업의 수출산업화 실현 가능

❍외국 바이어에게 체계적인 정보 제공으로 외국개별업체 접촉 불편 해소

❍종합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수출애로시항 파악과 정부정책의 시너지 효과 제고

2) 공동장비 활용센터 운영

 추진배경

❍사천 항공우주센터에 기 구축되어 있는 시제작(pilot production) 및 시험평가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향후 신규 추가사업 발굴을 

위해 보다 경쟁력 있는 공동장비활용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중소 항공업체에서 자금 부담으로 구입이 어려운 고가의 장비(항공교정장비, 

항공장비공동메인터넌스, 공동공구실 운영, 공동생산장비)를 항공공동장비활

용센터에서 구축하여 공동 활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사업내용

❍시험평가생산장비 지원 : 전기전도도, 충격시험기, 인장시험기, Laser 

Tracker 물리실험실, 화학실험실 지원, 특수장비 등

❍항공교정장비 지원 : 온도교정장비, 길이교정장비, 압력교정  장비, 토크교

정장비 등

❍공동공구실 운영 지원 : 엔드밀 연마, 고가의 장비 공동구매, 항공업체 공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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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생산지원시스템 구축

 추진배경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전산 인프라 

구축이 긴요함

❍항공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면서 시스템 종합사업으로 설계에서 개발까지 

협업적 생산이 수행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국내외 업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며, 글로벌 항공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동  생산시스템 기반 구

축이 중요함 

 추진전략

❍대기업-중소기업-지원기관 연계하여 시스템 구축

❍전담 조직 구성하여 업체 지원

❍운영모델은 단순한 협력이 아닌 업무와 지식 협력과 업무, 정보 지원의 범

위를 포괄하며, 외부와의 연계 경우 정보차원을 기반으로 하며, 기존 시스템과 연결

(그림10) 경남의 항공산업 클러스터의 협업․비지니스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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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력수급과 교육지원

 항공인력 POOL 구성

❍항공공학전공 학사 및 전문학사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임금구조의 상대적 

열악함, 근무조건 취약 등으로 중소 항공부품업체의 기술‧기능 인력난이 극

심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시스템을 항공전문 훈련 지원 

차원에서 수급 및 훈련 지원 방법으로의 전환이 필요

❍공동 기능인력 공급‧관리체계 구축, 항공업체간 공동 인력 활용, 퇴직 항공

전문 생산‧기술자 재취업 지원, 공동 활용을 위한 인재육성 클러스터 전문위

원 구성과 운영

❍인력풀 DB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등 항공전문 취업 포털사이트 에어넷 활

성화 즉, 인력Pool 구성을 통해 항공산업의 인재육성 사업을 효율적이고 능

률적으로 운영함

 명품 고교 육성

❍추진배경 : 교육환경 개선 및 향상으로 타 지역 학교 진학 방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도시 이미지 창출, 타 지역 진학으로 교

육비 지출부담 및 인구유출 억제

❍추진방안 : 항공산업의 우수인재 육성 및 우수고교 유치위원회 운영, 지역인

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우수고교 선정 및 공동기숙

사 건립, 우수고교 교사 유치

❍기대효과 : 첨단 산업과 교육도시의 브랜드화 및 이미지 창출, 항공우주산업 

기술 향상 및 우수인력 안정적 공급, 교육비 절감 및 소득증대, 지역인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계약학과 신설 지원 

❍추진배경 : 사회적으로 대학 재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하고, 졸

업생들에게는 취업문제를 완화시켜야 하며, 항공업체들에게는 기업밀착적 교

육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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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방안 : 산학관연이 중심되어 “계약학과 지원 추진단” 구성과 운영, 계

약학과 지원정책 기초자치단체 확대와 관련조례 제정

❍운영사례 :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전북대학교 농생명학과, 경북대 모바일

공학과(삼성전자),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해군본부), 가천대 게임프로젝트

트랙(한국콘텐츠진흥원), 한림대 유비쿼터스게임공학과(한국콘텐츠진흥원), 

그린 에너지과(전남 영광군청) 등

❍추진효과 : 고등학교 졸업생의 선취업‧후진학 정착으로 청년실업문제 해결, 

신규 사원의 채용 및 재교육에 드는 비용 절감으로 기업의 채산성 강화, 취

업과 등록금 걱정 없는 대학문화, 취업과 학업이 연결되는 산학관연 시스템 

확보 등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5) 특화단지 지정 및 육성 : 종사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추진

 추진배경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를 통하여 외부 기술인력 유인 및 거주 유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정적 택지 및 주택공급 등 항공업체 근로자 거주 

지원으로 안정된 생활보장 및 사기 진작  

 사업내용

❍사천시 : 전세 지원 시책 추진 자체사업계획 수립, 쾌적한 지역 영구 임대 

아파트 확보, 전세기간, 직원추천 등 기업체 MOU체결

❍기업체 : 전세지원 수요자 조사 및 우수직원 선발 추천, 전세 지원 사업비 

자체 확보

 기대효과

❍근로자들의 가계안정 지원 및 고용 창출

❍외국인‧독신근로자‧단독가구 근로자 근로의욕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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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관련 인프라 확충

1) 소형 항공기 Air-Park 조성

 추진배경

❍소형항공 운송산업 도입 항공법 개정에 따른 조립․제작 항공업체 유치

❍관광‧레저용 소형항공기 인프라 조성을 통한 남해안 관광활성화 : 지방공항 

침체 탈피를 위한 소형항공운송 및 항공레저스포츠산업 중심의 수요창출 필요성

 사업내용

❍항공이벤트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비행장 조성 : 활주로, 지원시설 건설

❍비행 교육훈련기관, 관광비행 부정기 운송사 유치 : 관련 국내외 기업의 유치 

및 발굴 육성 계획

❍주체별 역할 : 국토해양부(활주로, 격납고, 주차장 등 지원 시설비 지원), 

경상남도‧고성군(국비 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토지 구입, 비행장 건설, 관련 

기업 등 유치)

2) 항공우주테마벨트 구축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사업  

❍추진배경 :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첨단항공 과학기술역량 강화, 

항공우주의 비전과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전략 : KAI 항공우주박물관 및 Aviation Camp와 연계 운영

❍추진효과 :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는 기초과학의 투자 

요인으로서 과학기술 문화발전 증진에 기여. 전국학생의 수학여행지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을 유인하는 구심 공간 제공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

❍추진배경 : 사천시 랜드마크 및 경제적 거점지역 으로 육성, 생활편익시설과 

문화기반시설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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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첨단항공‧우주과학 및 신생에너지문화 발전과 이해 증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항공우주엑스포 행사 확대

 추진배경

❍우리나라에는 완제기 생산 업체가 두 군데에 불과하며, 대부분 기업들이 

KAI에 의존하여 대외적 인지도가 약해 수출시장으로의 판로개척이 힘든 것

이 현실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에어쇼를 비롯해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 

경남항공우주산업 발전전략 국제심포지엄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규모가 작아 글로벌 시스템에는 제약이 많음

 추진방안

❍기업 지원연계 프로그램 추진 :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의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수출상담회 개최

❍무인항공기 기초기술 역량강화 : 국내외 무인항공기분야 인재들의 경연을 

통해 무인항공기 기초기술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로봇항공기 경연대회’ 

개최도 검토해 볼 필요

❍국가 간 교류회 활성화 : 일본 기우현 조합 및 사천 항공‧우주MC간 교류회 

지원 계획처럼 교류회를 장을 전개하여, 선진클러스터의 업무형태에 관한 노

하우를 전수받고, 양국 항공산업이 서로 Win-Win할 수 있는 전략적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음

❍World Air Racing 대회 유치 : 월드에어레이싱이라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항공이벤트를 유치하여 경남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및 경남 항공레저 산업 

발전의 신 모델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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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정책시사점

❍첫째, 관련법과 제도 정비 요구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하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된 사항은 명시

되어 있지 않음

-경남도가 조성하고자 하는 항공우주 클러스터가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고 오히려 산업발전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서 유효하다고 해도 부지공급

에 대한 정부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항임

❍둘째, 정부조직 체계 정비 및 부처간 협력 강화가 필요함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에 의해 중요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하게 되어 있으나, 사안에 따라 비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최소한의 역

할에 머무를 수 있음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기계항공시스템과는 범부처적인 

항공산업 육성조직을 이해관리하고 협력을 조정해야 하는 필요 등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확대 또는 항공우주 정책심의위원회 사무국을 상설조직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셋째, 경상남도는 항공기 부품산업 유치와 육성에 만전을 기해야 함

-현실적으로 국내 항공기산업의 수요가 확대된다 해도 해외에서의 부품수입

수요를 증가시킬 뿐 지역 부품산업의 수요와 연결되지 않음

-항공산업의 기술축적 및 기술자 지도강화, 부품의 독자개발 등 항공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항공부품산업이 한 차원 높은 육성책을 마련하여 유치 전

략에 만전을 기해야 함 

-경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전자‧기계기술을 기반으로 해외 투자유

치 잠재업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를 전개하는 것도 큰 방법임

❍넷째, 경상남도는 지역항공 클러스터정책을 발현하기 위해서 타 자치단체의 

장점을 활용하는 네트워킹 시스템을 적극 마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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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우주산업 인프라의 지역별 분담을 보면, 대전은 항공우주 기본 

및 운용기술개발, 전남은 우주발사체 및 위성 체계 종합, 우주분야 특화단

지 조성, 경남 사천은 항공핵심부품, 항공기체계 개발 등을 하고 있음

-최근 부산시의 “항공산업 육성발전 종합계획”과 대한항공과 강서구에 항공

산업 클러스터 조성, 대구시 역시 정부의 지역별 항공육성정책 뿐만 아니라 

경남의 방향과 무관하게 ‘대구IT+대전R&D+경남생산’이란 ‘초광역 항공 

트라이앵글’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자칫 경남의 항공정책이 굴절될 수 있음

❍다섯째,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발전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 필

요함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장기적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뒤따라야만 함

  -항공산업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인식

하에 도시전체의 이미지를 항공 기업도시로의 변환을 위해 사천시의 몫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일본 도쿄의 베드타운인 도코로자와는 일본 최초의 비행장이 들어선 곳

(1911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원지 기념탑과 도로명칭, 첫 비행을 한 도로

판‧항공기념공원 등을 조성하여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있음  

❍마지막으로 경남 항공산업의 클러스터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클

러스터 추진단이 적극적으로 공공연구기관‧대학‧산업체‧협회와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에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유도하며, 미래 환경

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적으로는 정책포럼을, 광의적으로는 전문가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중앙정부의 관련 행정조직간 협력채널을 ‘클러스터정책협의회’ 

형태로 구성‧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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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

<부록>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성장잠재력 SWOT분석

부표1. 경남 항공산업의 경쟁력 원천요인

구 분

경쟁력 원천

강 점 (Strength) 약 점 (Weakness)

Subject
(주도자)

․ 국가경쟁력 강화 육성산업
․ 전략산업과 사업추진의 적극성
․ 자치단체의 강한 추진역량

․ 기업지원 소프트웨어 분야의 미약
․ 지역의 비즈니스 참여자 미확보
․ 체계적‧장기적 육성사업 부재

Environment
(환경)

․ 국내 최대 항공집적단지 보유
․ 국내 항공산업 비중이 가장 높음
․ 유망군용기 주도개발을 통한 개발능력 확보
․ 부품소재업체-완제기업체의 지리적 밀접성

(창원공단 중심 집적화)
․ 기반산업(기계, 소재산업)의 높은 역량

․ 주요핵심기반기술 부재와 주요부품의 높은 
해외의존도

․ 산업체간 네트워크 부재
․ 제품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막대한 자본투

입 필요

Resources
(자원)

․ 국내유일의 최종조립업체 한국항공우주산업
(주) 지역내 위치

․ 부품업체(엔진, 기체 등) 경남지역 분포
․ KIMS, KERI,경상대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등 

지역의 항공기술개발역량이 국내최고수준

․ 항공기 제조의 고임금 등 포화비용발생에 따른 
국제경쟁력 약화

․ 중소 부품업체의 투자여력 부족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문제

․ 대학과 산업의 낮은 연계성
․ 완제기-부품업체 간 낮은 협력체계

Mechanism
(전략)

․ 중간투입요소간의 협력
․ 상호연계에 의한 시너지 효과
․ 비즈니스 기반 네트워크의 추진

․ 독자생산기종 부족 등 마케팅 부재
․ 벤처자본과 재정지원 기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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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2. 경남 항공산업의 경쟁력 전략요인

구 분

경쟁력 전략

기 회 (Opportunity) 위 협 (Threat)

Subject
(주도자)

․ 정부의 항공산업 육성 의지(전략사업지정 및 
적극지원 체제 가동)

․ 박근혜정부 대선공약(사천‧진주일원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항공산업클러스터 집중 
육성) 

․ 정부발주 체계개발사업(KFX, KAH, 중형 민항
기 등) 추진 중

․ 항공기 제조 핵심 거점, MRO 유망 거점으로 선정
․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 발사 성공

․ 항공선진국의 견제(관련기술 보호강화) 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 정부주도 산업발전으로 인해 정부 사업 의
존도 심화

․ 타지자체의 항공우주산업 경쟁적 클러스터 
조성 추진(경북도 에어로테크노밸리, 대구-
대전 항공전자 IT융합 산업벨트 등)

Environment
(환경)

․ 해외체계업체에 부품공급 기회 증가
․ 유망민항기의 세계적 분업강화 및 민군겸용기

술 활용
․ 항공우주산업 규모성장 추세
․ 우주발사체사업으로 인한 항공우주산업 규모

성장 추세
․ 우수 제조능력을 갖춘 탄탄한 기계산업기반
․ T-50양산, KHP개발로 물량증가

․ 항공인증을 비롯, 초기 높은 진입장벽으로 
산업의 침체가 유발 될 수 있음

․ 중국 등 후발국 추격에 따른 가격경쟁력 
악화

․ 대규모 투자유인 기반 미약(고급인력 정주
여건과 유인기반 취약)

Resources
(자원)

․ 세계적인 항공기업과 자원 보유
․ 외부 경제효과 확산 움직임
․ 조선기자재산업, 자동차부품산업 등 연계산업

군의 높은 연구개발 역량

․ 높은 인건비 확보와 규모확대 제약
․ 전략적 기업운영의 부족과 접근 미약
․ 정부와 대학의 R&D기능 취약

Mechanism
(전략)

․ 유기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
․ 민항기 및 소형항공기 시장 형성
․ 러시아 등 항공선진국과의 협력

․ 과다경쟁비용과 느린 대응변화 속도
․ 투입시장 혼잡과 경쟁
․ 과감한 외주유치의 충족기능 약함
․ 지방공항 적자 문제에 따른 비행장건설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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