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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카운티, 샬린 레이놀즈를 존웨인 공항 책임관으로 임명 

 
샌타애나, 캘리포니아 (2022년 5월 25일) - 어제 슈퍼바이저 이사회는 투표를 통하여 샬린 
레이놀즈를 존웨인 공항 책임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채용 범위를 넓혀서 시행한 이후, 저희는 레이놀즈 씨를 오렌지 카운티 공항의 새로운 책임관으로 

환영하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제4 디스트릭트 출신 도우 채피 의장이 말했습니다. "항공 사무에 

대한 그녀의 열정과 헌신은 승객들의 경험을 계속 향상시키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연속되는 경험을 한 샬린 레이놀즈는 현재 휴스턴 공항 

시스템에서 수석 상업 책임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존웨인 공항은 오렌지 카운티의 경제 발전과 개발에서 핵심적이며, 저는 로날즈 씨의 임기 동안 

JWA가 번성하는 것을 손꼽아 기대합니다,"라고 제3 디스트릭트 출신 부의장 도날드 P. 와그너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강렬한 항공 경험에 덧붙여, 공공 부문에서 일했던 그의 이력은 우리 

커뮤니티 공항의 미래에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레이놀드 씨는 이전에 피닉스 스카이 하버 국제공항에서 일했으며, 당시 직책은 항공 부책임관과 

항공 서비스 임시 책임관이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은 존웨인 공항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최상의 여행 경험을 

이해합니다,"라고 제1 디스트릭트 출신 앤드류 도 슈퍼바이저가 말했습니다. "항공산업에서 

레이놀즈 씨의 전문성은 존웨인 공항 팀에게 엄청난 보탬이 됩니다. 공항 책임관으로 새로운 

역할을 맡은 그녀가 엄청난 성공을 이루도록 기원합니다." 

 

레이놀즈 씨는 피닉스 시티에서 15년간 일했으며, 이때 항공 책임관 차석, 도로 교통 책임관 

차석과 제2 경영 부책임자 직책을 담당했습니다. 
 

"작년에 저는 공항에 대한 디스트릭트의 대표자로, 최근에는 채용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습니다,"라고 카트리나 폴리 슈퍼바이저가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내부와 외부 운영 모두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여전히 저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레이놀즈 씨는 성실한 반응, 강력한 

직업 윤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 강조, 공항의 청결을 유지함으로 인한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실천과 이의 영향에 관해 폭넓은 지식을 보임으로써 저에게 인상을 남겼습니다." 
 

레이놀즈 씨는 피닉스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데브라이 대학교의 켈러 경영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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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놀즈 씨가 여러 해 동안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일했다는 점에서, 저는 그녀가 수상 경력이 

있는 우리 공항을 전국적으로 가장 훌륭한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존웨인 공항이 

속한 제5 디스트릭트 출신 슈퍼바이저 리사 바틀릿이 말했습니다." 
 

레이놀즈 씨는 이전에 전국 흑인 공공 행정 포럼 - 피닉스 지부 회장으로 봉직했으며, 피닉스 

매거진에 의해 2020년 "위대한 48인" 호칭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018년에 명예의 여성 축하 

대상이었으며, 2015년에는 피닉스 시티가 수여하는 2015 제로미 E. 밀러 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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