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맨해튼의 새로운 랜드 마크, “허드슨 야드”


일반 현황

• 위치 : 맨해튼 서쪽 42∼43가, 7∼8애비뉴, 28∼30가 및 허드슨 강 공원 일대
• 면적 : 11만 3천m² (축구장 15개 크기로 철도역과 주차장으로 기 사용)
• 공간 구성 : 16개의 타워형 건물에 초고가 주택, 사무실, 호텔, 학교, 공연
예술센터, 명품 쇼핑 공간이 있으며 도시의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는
도시속의 도시를 컨셉으로 하고 있음.
• 사업 개발 체계 : 공공개발 주체(허드슨야드기반시설공사(HYIC) 및 산하
허드슨야드개발공사(HYDC))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공공은
환경 개선에 투자하고 민간(릴레이티드)은 낮은 세금으로 적극 투자함.
• 경제 효과 : 4만명 경제활동 인구수용 규모로 총2만3천개 일자리 창출
• 총 개발 금액 : 250억달러(약28조원)
• 착공일 : 2012년 / 1단계 준공 : 2019년 4월 / 2025년 최종 완성 목표
- 원래 철도 차량기지이었던 곳으로 이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거대한
덮개＊를 설치하고 그 위에 건물이 들어서는 방식으로 건설
- 16개 건물은 모두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건설.
＊1단계 덮개 넓이는 4만m²(축구장 5개), 무게 3만5천톤(철강만 2만5천톤)
• 주요 시설1)
- 베슬(Vessle, 2500개의 15층짜리 나선형 계단으로 얽힌 인공 벌집 형태 구조물)
- 더 셰드(The Shed, 1만 8580m² 면적의 첨단 종합 예술 센터, 건물을
감싼 특수 유리 지붕이 움직이며 공연장(약1,600m²)으로 바뀌는 창의적인
이동식 건물 포함하고 있음)
- 뉴욕 에지(New York Edge, 2019년말 개장 예정으로 ‘30 허드슨 야드’ 의
꼭대기에 툭 튀어나온 형태로 만들어진 지상100층 높이 367m의 허공에
떠있는 느낌을 주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 높은 야외 전망대)
※ 현대자동차는 허드슨 야드 內 고급 쇼핑몰인 ‘숍 앳 허드슨 야드’에
제네시스 스튜디오를 마련하여 2019년 안에 개장 추진2)

추진 역사3)
• 1849년 : MTA(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철도 차량 기지로 사용
• 1956년 : 533m높이의 “프리덤 타워” 건설 추진 및 실패
• 1980년대 : 뉴욕 제츠(프로미식축구), 뉴욕 양키스(프로야구)구단이
이곳을 홈구장 건설 계획을 내놓았지만 뉴욕시의 승인을 받지 못함.
• 2001년 : 뉴욕시, MTA, 뉴욕주 합동으로 허드슨 야드 개발 프로젝트 시작
• 2005년 : 허드슨 야드 개발에 대한 조닝(Zoning) 추진
• 2008년 : 뉴욕시, 허드슨 야드 개발 사업 승인
• 2009년 : 서부 철도 부지에 대한 리조닝(Rezoning)을 통해 개발 계획 수정 변경
※ 2005년 10월부터 개발 본격 추진하였으며 당시 블룸버그 시장이 대규모
스포츠 단지 조성 계획 발표했으나 2012년 올림픽 유치가 실패하면서 무산
• 2008년 말 : 금융위기로 개발사업자가 티시먼에서 릴레이티드로 바뀜
(부지 소유 MTA가 사업자에게 용지를 장기 임대 방식으로 빌려주고
사업 수익성을 확보할 때까지 임대료 유예 조건)
• 2012년 : 공사 착공
• 2019년 4월 : 1단계 시설 준공



□ 핵심 특징4)
○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재원 조달
- 뉴욕시 산업 개발청(IDA : Industrial Development Agency)은 상업용
시설에 특화된 3가지 세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혜택 제공

•PILOT(Payment in Lieu of Taxes) :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PILOST(Payment in Lieu of Sales Taxes) : 판매 및 이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PILMRT(Payment in Lieu of Mortgage Recording Tax) : 모기지 등록세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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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프로그램은 대상 부동산을 과세 목록에서 제외하여 세금 대신에
세금보다 낮게 약정한 비용(Payment)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이와 함께 임대주택 세제 지원, 공공 소유의 철도부지 사용권 및 개발권
판매, 개발권이양제도를 활용한 용적률 판매, 용도지역지구제의 보너스
용적률로 발생한 지역개발 펀드 등을 활용하여 재원 조달함.
○ 용적률 인센티브 활용
- 기본 FAR(Floor Area Ratio; 바닥 면적비율을 말하며 대한민국 용적률과
유사한 개념으로 FAR 1은 용적률 100%에 해당함) 10인 상업 시설에
대해서 최대 FAR33까지 상향을 허용함.
- 상업용 시설은 개발권 이양, 공공에 현금 기부, 공원과 같은 공공 오픈
스페이스 공급 등을 통해 최대 허용 용적률을 달성할 수 있음.
- 주거용 건물의 최대 허용 용적률 확보는 중·저소득층을 위한 지불
가능 주택 공급을 통해 추가 용적률이 제공되었음.
허드슨 야드 개발 관련 정부 인센티브5)>
• 총 60억 달러 제공
- 7번 전철 구간을 허드슨 야드(34가와 11애비뉴)까지 연장해 접근성 제고(24억 달러)
- 공원 조성(12억불)
- 채권 발행 이자(3억 5900만 달러) 지불 등
•입주 기업 혜택
- 개발 업자 세금 감면 10억달러 감면
- 향후 20년간 40% 세금 경감혜택 제공(블랙록 2500만달러, 로렐USA 550만달러,
워너 미디어 1400만 달러 등)
<

5) New York Times, 2019. 4

□ 정책적 시사점6)
○ 공공주체의 적극적 추진 및 역할 분담
<허드슨 야드 개발 공사 중심으로 계획 수립 및 실행>
• 뉴욕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주체가 적극적으로 참여
- 공공이 개발주체로 사업전면에 나서 마스터플랜 수립,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
- 공공이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임
- 뉴욕시에서는 2005년에 허드슨 야드 도시 개발공사(Hudson Yards
Development Corporation, HYDC)를 설립하여 개발 총괄7)
· 도시 계획, 개발 및 건설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구성
· 공사는 뉴욕주비영리기관법에 의해 설립되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토지수용권을 가지며, 자체적 채권(사업의 주체로서 주정부의
채무 한도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단위의 별도 채권)을 발행 가능.
- HYDC 중심으로 재무, 도시계획, 개발 및 건설 관련 각종의 뉴욕시 및
뉴욕주 기관의 협업을 이끌어 냄
·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원가 관리 : HYIC와 뉴욕시청 예산 관리 부서
·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 : MTA
· 철도부지 관련 도시계획 및 개발 : MTA, 뉴욕시청 도시 계획 부서 및 시의회
· 부동산 취득 및 수용 : 뉴욕시청 법률 부서
· 상업적 개발 독려를 위한 재무적 인센티브 프로그램 : 뉴욕시청 산업 개발청
· 거리, 공원, 인프라 향상 및 적정한 주택 개발 : 뉴욕시청 도시 계획,
주택 유지 & 개발, 공원 &재생, 교통, 환경 보호 부서 등
· 자빗(Javit) 컨벤션 센터와 중심 호텔의 컨벤션 개발 확장 관련 : 컨벤션
센터 개발 및 운영 공사
6) 뉴욕시 도시재생사업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승우·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4.2
7) www.hydc.org

○ 허드슨 야드 인접 지역 관련 프로젝트 계획, 개발 및 건설 연계
- 인접 지역에 건설 중 및 완료된 하이라인 공원, 허드슨 강 공원, 자빗
컨벤션 센터, 자빗 센터 운송 및 물품 보관 부지, 모이니한(Moynihan)역,
매디슨 스퀘어 가든을 동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 거양.
○ 공공과 민간이 상호 이익이 가능한 사업 구도 형성
- 민간에 사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진행됨으로써 공공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윈-윈 구도를 형성
- PILOT는 연방정부 제도를 지방 정부 실정에 맞게 확장한 형태
· 원래 지방정부에 위치한 연방정부의 비과세 토지로 인한 재산세 손실을
연방정부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여 보상해주는 제도였는데 이를
비영리 단체 및 공공에 기여하는 자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목록에서
제외하고 약정 납입금을 내도록 확장하였음
- 뉴욕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도시 재생, 도시 개발에 적용하여 민간
투자자에게는 세금 보다 낮은 수준의 약정 비용을 징수하며, 그 징수
권리를 해당 개발의 공적 주체에 부여하여 사업 재원으로 활용.
○ 다양한 재원 조달 방식과 유동화를 통한 사업 구조
-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직간접 재원 조달 방식을 사용하며
미래에 장기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유동화하여 재원을 마련
○ 유연한 도시 계획 규제
- 도시 재생 사업에 있어 도시 계획 규제는 사업을 규율하기보다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었으며 동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음
- 용적률 인센티브는 전통적으로 도시 계획 규제의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요구하는 공공성 대신 민간에게 제공되는 대가로 활용

되고 있는데 허드슨 야드 사업에서는 상향 범위가 매우 크다는 점과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수단(개발권 이양, 현금 기부, 공공 오픈
스페이스 제공, 중저소득층 위한 지불가능 주택 공급 등)이 다양함
○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 통합적 배려
-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과거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부활시키면서도
그 진보된 형태를 보여 주어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 불가피한 주거 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
대체 주거기 임대, 비용 보전 등 공공 부문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으며 저·중 소득층을 위한 지불 가능 주택 공급하도록 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