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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웨인 공항, 2022년 4월 통계 게시 

샌타애나, 캘리포니아 - 존웨인 공항의 2022년 4월 항공사 승객 이용은 2021년 4월에 

비하여 증가했습니다. 2022년 4월에 공항의 서비스를 받았던 승객은 958,826명으로서, 

2021년 4월에 집계된 승객 이동 숫자인 495,592명에 비하여 93.5% 증가했습니다. 

• 2020년 4월의 승객 실적 25,313명에 비하면 3,687.9%가 증가했습니다. 
• 2019년 4월의 승객 실적 899,186명에 비하면 6.6%가 증가했습니다. 

2022년 4월의 상업용 항공기 운항 실적 7,825회를 2021년 4월 수준과 비교하면 

44.7% 증가했으며, 통근용 항공기 운항은 468회로서 13.3% 증가했습니다. 

• 2020년의 상업용 항공기 운항 건수와 비교하면 375.4% 증가를 보였으며, 

통근용 항공기 운항 건수는 310.5% 증가했습니다. 
• 2019년의 상업용 항공기 운항 건수와 비교하면 2.9% 증가를 보였으며, 통근용 

항공기 운항 건수는 18.2% 증가했습니다. 

2022년 4월의 전체 항공기 운항은 2021년의 같은 달에 비하여 감소했습니다. 2022년 

4월의 전체 항공 운항(이착륙)은 25,729건으로서, 2021년 4월의 26,798건에 비하여 

4.0% 감소했습니다. 

• 2020년 4월에 13,085건을 기록했던 전체 항공기 운항과 비교하면 96.6%가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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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에 26,922건을 기록했던 전체 항공기 운항과 비교하면 4.4%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 4월의 일반항공활동 17,378건은 전체 항공운항 가운데 67.5%를 차지했으며, 

이는2021년 4월에 비하여 17.0% 감소했습니다. 

• 2020년 4월에 전체 항공기 운항의 86.4%를 차지하며 11,306건을 기록했던 

일반항공활동과 비교하면, 운항은 53.7%가 증가했습니다. 
• 2019년 4월에 전체 항공기 운항의 70.0%를 차지하며 18,850건을 기록했던 

일반항공활동과 비교하면, 운항은 7.8%가 감소했습니다. 

2022년 4월의 승객 집계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3개 항공사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사(354,430명), 유나이티드 항공사(159,861명), 아메리칸 

항공사(156,876명)이었습니다. 

존웨인 공항 

월간 공항 통계 - 2022년 4월 

  
2022년 

4월 
2021년 

4월 
변화율 % 

2022년 

현재까지 집계 
2021년 

현재까지 집계 
변화율 % 

전체 승객 958,826 495,592 93.5% 3,223,395 1,303,680 147.3% 

탑승 승객 478,347 247,596 93.2% 1,608,353 648,313 148.1% 

하기 승객 480,479 247,996 93.7% 1,615,042 655,367 146.4% 

전체 항공기 

운항 25,729 26,798 -4.0% 98,900 91,959 7.5% 

일반항공 17,378 20,946 -17.0% 67,139 71,932 -6.7% 

상업용 7,825 5,409 44.7% 29,657 18,578 59.6% 

통근용 1  468 413 13.3% 1,884 1,302 44.7% 

군용 58 30 93.3% 220 147 49.7% 

화물기 톤 2 1,660 1,596 4.0% 6,194 6,169 0.4% 

국제 통계 3 (위 합계 포함) 

  
2022년 

4월 
2021년 

4월 
변화율 % 

2022년 

현재까지 집계 
2021년 

현재까지 집계 
변화율 % 

전체 승객 24,800 9,099 172.6% 69,516 13,224 425.7% 

탑승 승객 12,367 4,431 179.1% 34,177 6,655 413.6% 

하기 승객 12,433 4,668 166.3% 35,339 6,569 438.0% 

전체 항공기 

운항 230 120 91.7% 841 199 322.6% 
 



1.    70석 이하의 좌석으로 구성되고 90,000파운드 이하의 중량으로 운항하는 정기 항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항공기. 

2.      

모든 화물 운송기들: 1.501톤 

승객 운송기(일시적인 하부 적재 화물 포함): 159톤 

이 보고서의 현재 화물 톤 중량 기준 시기: 2022년 3월 

3.    모든 캐나다와 멕시코 상업용 승객과 운항 포함. 
  

 

# # # 

  

존웨인 공항(SNA)은 오렌지카운티가 소유하며, 운영 회사는 일반 기금 세입이 전혀 없이 

자립적으로 운영합니다. 본 항공사는 연간 1천만 명 이상의 승객에게 서비스히며,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30곳 이상의 직항편 행선지와 연결됩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www.ocair.com. facebook.com/johnwayneairport에서 좋아요, 혹은 Twitter 

@johnwayneair와 Instagram @johnwayneair에서 팔로우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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