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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ADAMS 시장과 함께 펜 스테이션 재건과 확장 및 인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프레임워크 합의안 발표  

  

합의안에 따라 지역 재산세 손실분이 발생하지 않으며 운영 기관 설립  

  

뉴욕에 어울리는 펜 스테이션 건축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 프레임워크  

  

  

Kathy Hochul 주지사는 Eric Adams 시장과 함께 오늘 펜 스테이션(Penn Station) 재건 

및 확장, 인근 지역 활성과 자금 지원을 위한 뉴욕주와 뉴욕시 금융 프레임워크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프레임워크를 통해 뉴욕시는 현재 수준의 재산세를 

유지하는 한편, 역, 활력 넘치는 열린 공간, 공공 영역 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일부 

민간 개발로 조달합니다. 또한 합의안에 따라 펜 스테이션 재건 노력은 뉴욕 주민에게 

납세 부담 또는 승객에게 요금 부담을 주지 않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뉴욕시와 뉴욕주는 함께 참여하는 운영 기관을 설립하여 공공 영역 

재건을 감사하고 종합적인 설계 및 시행을 보장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펜 스테이션은 눈에 띄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으며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욕 주민들은 더 나은 역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뉴욕에 어울리도록 아름답고 현대적인 역을 만들고, 활기찬 열린 공간, 생기 

넘치는 거리, 지역 교통과의 원활한 연결을 보장하는 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킵니다. Adams 시장, 기타 지역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과의 파트너십에 

힘입어, 우리는 펜 스테이션과 인근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뉴욕 주민에게 최선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Delgado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펜 스테이션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통 

허브로 매년 수백만 명의 통근자가 이곳을 이용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시설은 21 세기에 

걸맞지 않습니다.  현재는 물론 미래 통근자들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정부와 

주정부는 모든 뉴욕 주민을 위해 봉사하며 경제적 활력을 제공하는 금융 프레임워크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Eric Adams 뉴욕시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시정부 및 주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함께 협력하여 뉴욕 주민을 위해 '성과 달성(Get Stuff Done)'을 

추구합니다. 최신 교통 시스템은 번성하는 삶과 풍요로운 도시를 위한 역량의 핵심이며, 

공정한 회복을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펜 스테이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Empire State Building)이 과거 세대에게 의미했던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우리의 회복력을 상징하며, 수십년 동안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뉴욕 주민을 위한 승리입니다. 교통 접근성 

개선, 적정가격 주택,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의 세수를 확보하고 금융 

리스크로부터 보호합니다."   

   

합의안에 따라 민간 개발에서 조달한 자금은 펜 스테이션 재건, 펜 스테이션 확장 

가능성, 뉴욕시-뉴욕주 운영 기관이 감독하는 인근 지역 개선에 사용됩니다. 도로 및 

보도 개선, 역 인근 새로운 공공 열린 공간 조성, 펜 역과 인근 지하철 역의 끊김 없는 

교통 연결성 보장 등이 포함됩니다.   

   

주정부는 민간 개발업자에게 개발권을 판매하고 새롭게 건설한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사무실 및 주거 공간에 세금 대신 자금(payments-in-lieu-of-taxes, PILOTs)을 징수할 

것입니다. 기존 재산세를 초과해 징수한 PILOT 금액은 추가 개발권 판매 수익과 함께 

프로젝트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주정부와 시정부는 최대 다음까지 PILOTs 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했습니다.  

  

• 거리, 보도, 공공 공간, 기타 공공 영역 개선 100%.  

• 지하 콘코스, 지하철 출입구 등 교통 인프라 개선 50%.  

• 펜 스테이션 재건 및 확장 비용 12.5%.  

  

잔여 비용은 연방 정부, 뉴저지, 뉴욕주, 암트랙(Amtrak), 기타 공공 자금원으로부터 

조달합니다.   

   

세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정부는 매년 3 퍼센트 인상되는 각 개발지 당 현재 세금과 

동일한 수준을 징수합니다. 모든 건물은 프로젝트 비용 조달이 완료되거나 최장 80 년이 

지난 후 도시의 세수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재산세 세수 증가로 인해, 시정부는 건물이 

시정부 징수 대상으로 반환되면 더욱 많은 세수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정부와 주정부는 법인세 감세에 합의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지난 11 월 통근자 제일의 새로운 세계적 펜스테이션(Penn Station)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반영하고 대중 교통 및 공공 영역 개선에 초점을 둔 주변 지역 

재활성화에 대한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기존 역사의 개축을 우선 순위로 

하면서, 주지사가 강력히 지원하는 역사 확장과 게이트웨이 프로젝트(Gateway Project) 

계획안이 연방 차원에서 설정된 일정에 맞추어 지속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과거 

계획 개선과 새로운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정부 기관, 선출직 공무원 등이 

참여한 100 회 이상의 회의와 수 개월 간의 협력 이후 마련되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urldefense.com%2Fv3%2F__https%3A%2F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2F%3Furl%3D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unveils-commuter-first-vision-penn-station-and-revitalized-surrounding%26data%3D05*7C01*7CNBliss*40cityhall.nyc.gov*7C4b58afacd2a2430d3aac08da675f5d40*7C35c828166c56443bbaf68312163cadc1*7C0*7C0*7C637935956545462422*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26sdata%3D9V7OOIwaZ1ur2CPTN5DXgyhmUHAINpS*2Byc5g4Hl*2Bdek*3D%26reserved%3D0__%3BJSUlJSUlJSUlJSUlJSUlJSUlJSUlJSU!!KCkCsqY!EBHEy78UzgDHpsUJznxur3JHTwhxJDqcVFKSENUjbkMuURhelGROuzS8FOltpquQ2GUwCU_wuPWg9it4ff2XeQ%24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unveils-commuter-first-vision-penn-station-and-revitalized-surrounding_blank&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bf6785dffda04293958708da68d84cc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57545585513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UdyVRWe9E2VkzEgBuHUwE9BHJ6NGgzs%2BM19AYtJ5iTk%3D&reserved=0


   

6 월, Hochul 주지사는 펜 스테이션 재건 프로젝트가 설계 단계에 진입했으며, 펜 

스테이션 설계 제안서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출 기한은 이번 달 말이며, 

지원금은 가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governor.ny.gov%2Fnews%2Fgovernor-hochul-and-governor-murphy-announce-major-step-toward-modernization-penn-station&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bf6785dffda04293958708da68d84cc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57545585513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cQriBbSrY5vFFOEvioFume7BNNXyt%2BkUXsO%2FkD0TDt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bf6785dffda04293958708da68d84cc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57545585513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ixTd3AFMeFuNdgxBqLs0s2dEeJ0gfyLDyvGk%2Bnt6W4%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it.cwnls.com%2Fapp%2Fitpage.nsf%2Funsubscribe.xsp%3Faction%3Dunsubscribe%26id%3D1100PRESE00F16B4FBA42C3E8525888300588F6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data=05%7C01%7CMing-huai.Hall%40otda.ny.gov%7Cbf6785dffda04293958708da68d84cc4%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3757545585513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g5usRbsJ57Rlo1Kt5BSU2AQvA0fBV621rdAmq7RWHh4%3D&reserved=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