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ly Friendly 프로그램, 존 웨인 공항에서 비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아나의 존 웨인 공항(JWA)은 일반 항공 또는 민간 용도의 제트 항공기로 인한 

소음 및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인 Fly Friendly의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감독 위원회 의장인 더그 채피(Doug Chaffee)는 "Fly Friendly는 지역 정부, 주민, 비영리 

단체, 항공 이해관계자 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성공적인 결과입니다."라고말했습니다.   

주변 지역 사회와 뉴포트 비치 항공 위원회(Newport Beach Aviation Committee)의 우려에 근간을 둔 

제 2구역 감독관 폴리(Foley)는 측정 가능한 소음과 오염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데 능동적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뉴포트 비치(Newport Beach)와 코스타 메사(Costa Mesa)가 감독관 리사 

바틀렛(Lisa Bartlett)의 5구역에 속하게 되었을 때, 두 감독관은 힘을 합쳐 프로그램의 시행과 개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과정은 거주자, 항공 산업 전문가 및 카운티 

대표와의 수 개월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공항 최초의 자발적인 비행 친화적 프로그램의 탄생에 

이르렀습니다. 

"Fly Friendly 는 우수 운항사를 더 잘 식별하고 인식하기 위해 새로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라고 부의장 도날드 바그너(Donald P. Wagner)가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오렌지 

카운티는 공항의 소음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항공편을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항이 소음 유발 상위 운항사들을 알아내고, 소음 개선을 위해 해당 운항사들의 

경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존 웨인 공항은 이미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 프로그램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지만, 

Fly Friendly 는 이 toolkit materials available here 에서 제공되는 툴킷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 항공 

운항사에게 직접 연락하고 더 조용하고 깨끗한 비행을 위한 모범 사례의 자발적인 채택을 모색함으로써 

기존 규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의 Fly Friendly 계획은 우리 이웃들의 하늘을 조용하게 하고 공항을 푸르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라고 제 2 구역의 감독관 카트리나 폴리(Katrina Foley)가 말했습니다. "취임 이후, 저희 팀과 저는 

소음과 공해를 줄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Fly Friendly를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관계자 및 공항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이 협력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일반 항공 조종사들이 소음을 줄이고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더 조용한 출발 경로를 비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일반 항공 운항사는 다음 자발적인 조치에 따라 points 포인트를 받습니다. 

• 가능하면 야간 및 이른 아침 운항을 피하십시오. 

• 연간 측정 가능한 소음을 최소한으로 발생시킵니다. 

https://files.ocair.com/media/2022-08/FlyFriendlyProgramToolkit_FINAL-web_0.pdf
https://files.ocair.com/media/2022-08/FF%20Scoring%20Methodology%20FINAL.pdf


• 조종사를 소음 방지 교육에 참여시키고, Fly Friendly자료를 배포하며, 항공 영향에 초점을 맞춘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회의에 참석; 또한, 

• Irvine Ranch Conservancy 또는 Newport Bay Conservancy 를 통해 생태 복원 및 서식지 개선 

프로젝트에 기여합니다.  

이 프로그램 목표는, 일반 항공 운항사가 권장되는 조종사 지침 pilot instructions 및 Fly Friendly 

프로그램의 모범 사례를 자발적으로 채택함으로써 비행경로 아래 및 근처에 사는 커뮤니티 구성원이 

느끼는 소음을 줄이는 것입니다.   

5번 구역의 감독관 리사 바틀렛(Lisa Bartlett)은"존 웨인 공항은 승객 경험과 고객 만족도 면에서 국내 

대형 공항 중 지속적으로 상위 3위 안에 들었고, 좋은 이웃이라는 점에 있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비행기들이 존 웨인 공항을 드나들 때, 단지 공항을 활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일반 항공 운항사들이 이 점을 명심하고 Fly 

Friendly프로그램에 자발적인 참여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Fly Friendly 의 핵심 구성 요소는 전국 공항에서 운영 중인 다른 '조용한 비행'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거주자로 하여금 일반 항공기로 인한 환경 영향을 상쇄하여 거주자에게 깨끗한 공기, 물 및 레크리에이션 

지역이 제공 되는 건강하고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생태계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환경 관리 및 지속 가능성 

범주입니다.  

"존 웨인 공항의 Fly Friendly 프로그램은 소음을 줄이고 대중과 열린 소통을 유지하는 혁신적인 운영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라고 First District앤드류 도(Andrew Do) 감독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주민들의 고유한 문제에 혁신적으로 대응하는 카운티 기관의 또 다른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Fly Friendly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www.ocair.com/FlyFriendly 을 방문하거나 

FlyFriendly@ocair.com 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 

 

http://www.irconservancy.org/donate.html
https://newportbay.org/home/transactions/donate/
https://files.ocair.com/media/2022-08/Pilot%20Quick%20Card.pdf
http://www.ocair.com/FlyFriendly
mailto:FlyFriendly@ocai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