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하고 이해하기 쉬운 Casper Flight 
Tracking 웹 사이트를 이용하여  주민 및 관계

자들과 데이터를 공유하고 협치하세요.

우리의 비행 추적 사이트는 사용이 쉽고, 거주민들이 왜 비행기가 그들이 사는 곳으로 날
아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기 이벤트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요 특징

장 점 

Casper Flight Tracking 은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PC, 노트북과 테

블릿 등에서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Casper Flight Tracking 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매우 잘 나타내며, 지역 주민들이 항공 소음에 대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시간 비행 추적 및 소음 데이터 
취득  

사용자가 정의한 시간 별  정적 항

적 표시

사용자가 정의한 위치에 대한 PCA 
계산 

사진과 차트로 추가 정보 제공 

비행 추적 및 민원 관리에서의 다국어 지
원 

민원 관리 모듈과의 통합 

이 프로그램은 호스트 서버에서 작동하며, 항공 소음 모니터링과 항적 

모니터링 그리고 민원 관리에 대한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 A S P E R 
F L I G H T  T R A C K I N G

소음과 비행에 대한 정
보 공유 

직관적이고 사
용하기 쉬움  

휴대기기에서 사용하

기 적함

유연하고 가
변적인 사용  

클라우드 기반 



Casper Flight Tracking 은 다양하고, 여러 크기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행적을 매끄럽게 표현

합니다. NMT에서 측정된 소음은 항공기의 움직임과 연관 지어 지도에 표시됩니다.  비행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전반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추세 그래프를 통해 NMT에서 측
정된 지난 5분 동안의 소음 환경을 보여줍니다.  

민원 제기
Casper’s Flight Tracker 사용자가 특정 항공사의 민원 양식을 사용하여 특정 

항공기에 대한 민원 사항을 제출하거나 일반 민원 사항을 제출할 수 있는 민

원 제기 모듈이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식은 선택한 항공편의 데이

터를 자동으로 채우고 사용자의 세부 정보를 기억합니다. 민원 데이터는 

Casper Noise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추가되고 즉시 실제 이벤트와 연동

됩니다.

Casper는 항공 및 지상 교통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변환하고 이를 웹 솔루션을 통해 공
유하는 데이터 분석 도구의 혁신적인 제공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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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위치 확인 

Casper 에 내장된 PCA(The Point of Closest Approach) 계산 툴은 거주자의 주소 입력 또는 사용자의 장치에서 제공

하는 GPS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접근 지점을 계산해줍니다. 사용자가 지도에서 항공기를 선택하

면 PCA 창이 나타나고, PCA가 계산되어 표시됩니다.  또한, 항공기 위치가 이동됨에 따라 PCA 창에 새 위치 데이터

를 실시간으로 반영합니다.

정적 항적 표시
Casper Flight Tracking tracks에는 사용자 정의 기간 또는 흐름에 기반한 정적 비행 트랙 디스플레이가 포함됩니다.  

정적으로 표시되는 항적은 비행 트랙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날짜의 실제 항적 정보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공항과 

관련된 비행 트랙만 표시하거나 다른 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 

고도 또는 항공기 유형 등을 색상을 다르게 해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중 언어 지원
Casper’s flight tracker는 웹페이지와 민원 양식에서 다중 언어를 지원합니

다. 이를 통해 비영어권 지역에 서비스가 더 잘 전달되고, 그들의 민원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웹 페이지를 처음 시작하면, 시작화면

에 기본 언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표시됩니다.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가 컴퓨

터에 저장되어 다음에 사이트에 접속할 때 해당 사이트가 자동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기본 언어로 실행됩니다.  공항에서는 지원하고자 하는 특정 언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언어는 영어,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

어 및 스페인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