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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가 2014년에
년에 640만명의
만명의 기록적으로 높은 승객수에 도달했음을 발표
주지사 에어트레인 JFK가

승객수의 지속적인 급속 성장으로 2004년 이래 승객 증가율이 약 250%가 됨
AirTrain JFK의 성장은 AirTrain LGA 안의 승객수 가능성을 엿보게 함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2014년에 AirTrain JFK가 10년 연속 년 승객수 신기록을 작성하여
승객이 약 650만명애 달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MTA의 Jamaica 역 및 Howard Beach 역으로
가고 오는 공항 철도가 2004년에 첫 만년 데뷰를 한 이래 약 250% 증가한 것입니다.
“AirTrain JFK는 공항으로 가고 오는 가장 편리하고 저렴한 방법들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인기 있는 방법들 중의 하나임을 입증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AirTrain
JFK에 한 투자로 더 많은 승객이 우리 공항들을 이용할 수 있었으며 본인은 우리가 Airtrain LGA에
대한 투자에서도 같은 수익률을 볼 것으로 확신합니다.”
“항만청은 LaGuardia 공항으로 가고 오는 통행을 철도로 더 쉽게 만들려는 Cuomo 지사의 비전을
지지합니다”라고 항만청장 Pat Foye는 말했습니다. “AirTrain JFK는 지난 10년에 걸쳐 Kennedy
공항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AirTrain LGA도 LaGuardia를 위해 같은 일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2014년에 AirTrain JFK의 총 유료 승객수는 6,487,118명으로서, 2013년의 총수에서 8%
급성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000만명의 승객 및 공항 직원들이 항공사 터미널, 주차장, 호텔
셔틀 지역과 카렌털 시설 사이를 통행하는 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AirTrain JFK는 2003년
말에 운행을 시작하였으며, 2004년 총 유료 승객수는 2,623,791명이었습니다.
이 공항 철도의 최근 기록은 Cuomo 지사가 AirTrain LGA를 제안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제안된 공항
철도는 75년된 LaGuardia 공항으로 가는 최초의 철도 링크로서 뉴욕시의 7번 지하철 노선과 Long
Island Railroad로부터 연결될 것입니다. LaGuardia는 2014년에 2690만명의 승객수를 기록함으로써
모든 징후가 향후 몇 십년 동안 LGA의 지속적 항공 승객 증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Cuomo 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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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청과 MTA가 AirTrain LGA 개발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항만청의 Foye 청장과 MTA의 회장
겸 CEO Thomas Prendergast는 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항만청 설문조사는 택시가 LaGuardia로 가고 오는 여행객들의 주요 수송 수단임을 나타내는데,
작년에는 출발 및 도착 승객들의 46%가 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그 수치는 리무진 및 타운카를
택시 이용 수에 포함시키면 60%로 뛰어오릅니다. LaGuardia에 Q70 급행버스 노선 추가는 버스
통행을 위한 공항 기록 작성에 도움이 되었으며, LaGuardia 승객의 9%가 버스로 공항에 오고
갔습니다.
JFK는 2014년에 5320만명의 승객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중 12%(640만명)의
승객들이 AirTrain JFK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한 숫자는 각각 2013년 5040만 승객 및
600만 AirTrain JFK 승객에서 뛴 것입니다.
AirTrain JFK는 2004년 첫 만년 승객수 260만명에서 5년만인 2009년에 520만명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항만청의 공항들은 모두 합쳐 지역의 주요 경제 엔진 중 하나로서 550,000여개의 일자리, 약 800억
달러의 년 경제 활동 및 280억 달러 이상의 년 임금을 뒷받침합니다. 80억 달러 이상의 항만청
투자만 현재의 자본 예산에서 이 기관의 공항들에 투입되었으며, 항공사와 기타 민간 기업들이 수
십억 달러를 더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객수 성장의 지속적 증대는 지역 경제 성장의 증대를 이끕니다: 추가 100만명의 항공 여행객이
이 기관의 공항들을 이용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약 4,000개의 일자리 및 7억 달러의 경제적 혜택이
실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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