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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FOREST LAWN 묘지에묘지에묘지에묘지에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디지털화디지털화디지털화디지털화 된된된된 역사역사역사역사 센터센터센터센터 발표발표발표발표 

 

새새새새 리소스리소스리소스리소스 센터는센터는센터는센터는 기록을기록을기록을기록을 디지털화하여디지털화하여디지털화하여디지털화하여 미국에서미국에서미국에서미국에서 가장가장가장가장 유서유서유서유서 깊은깊은깊은깊은 묘지묘지묘지묘지 중중중중 하나에하나에하나에하나에 관광에관광에관광에관광에 박차를박차를박차를박차를 가할가할가할가할 

것것것것  

 

Margaret L. Wendt 아카이브아카이브아카이브아카이브 및및및및 리소스리소스리소스리소스 센터의센터의센터의센터의 사진은사진은사진은사진은 여기여기여기여기 와와와와 여기여기여기여기볼볼볼볼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20만개 이상의 역사와 계보 문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Margaret L. Wendt 아카이브 및 리소스 센터가 역사적인 Forest Lawn Cemetery에서 오픈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000평방 피트 이상의 시설은 전 미국을 포함하여 공공 묘지에 묻혀 16만명 이상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전 대통령 Millard Fillmore, 47명의 Buffalo 시장 및 지난 

1세기 반 동안 뉴욕 서부의 역사적인 풍경을 만들었던 많은 다른 훌륭한 시민들을 포함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뉴요커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주를 정의하는 풍부한 역사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Margaret L. Wendt 아카이브 및 리소스 

센터에서 이 기록들을 디지털화 하는 것은 Buffalo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방문자들이 탐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를 제공하여 관광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부지사 Robert J. Duffy는 새로운 시설의 투어의 수중에 있었고 이는 Forest Lawn에 묻혀있는 

사람들에 관한 책, 기록, 인증서의 디지털 복사본을 제공할 것입니다. 뉴욕 전력 당국은 뉴욕 서부 

전원 수익금 배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뉴욕 서부의 개인 및 가족의 가장 큰 수집 기록의 

디지털화를 시작하기 위해 Forest Lawn 헤리티지 재단에서 15만 달러를 수여 했습니다.  

 

 부지사 Robert J. Duffy는 “뉴욕 서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이 공적으로 

만들어져서 더 많은 Buffalo 사람들이 그들의 혈통을 추적하고 지난 150년 이상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관광과 사업을 증진시키려는 Cuomo 주지사의 비전 

덕분에 이 같은 프로젝트는 묘지와 지역의 다른 세계적 수준의 관광 명소로 방문자들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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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저는 뉴욕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이 곳을 들러 여기 묻힌 놀라운 사람들에 대해 읽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849년에 설립되고 269에이커에 16만 명 이상이 묻힌 Forest Lawn은 미국 최고의 역사적인 공동 

묘지 중 하나입니다. 뉴욕 서부에서 가장 많이 방문한 역사적인 장소 중 하나인 Forest Lawn 

헤리티지 재단은 Forest Lawn 공동 묘지에서 역사로의 연결을 만들면서 방문자들의 경험을 향상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Forest Lawn 헤리티지 재단은 각 방문자들에게 

Forest Lawn에 묻혀 있는 가족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Margaret L. Wendt 

아가이브 및 리소스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공동 묘지는 뉴욕 주와 역사적 장소의 국가적 장소로 

등록되어 있고, Buffalo 도시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방문자들은 그들의 가족의 

“Buffalo 사람”으로의 첫 번째 세대의 본인의 계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접근성을 만들기 위해, 묘지 주변의 울타리는 대로변으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재구성되었습니다. 1849년 이전에 농가의 일부로 세워졌던 Erastus Granger의 원래 헛간을 재현한 

센터의 위치는 Erie 카운티 미국 지역 재향 군인 섹션 옆에 있으며 새로운 Canisius 대학 과학 센터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의 지원을 통해 Forest Lawn는 그 아카이브가 가진 160만 개 이상의 문서를 스캔 및 

디지털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 전력청 자금은 서부 뉴욕에서 자본 투자와 뉴욕 서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합니다. 이는 

Western NY Power Proceeds Act 하에 있는 전기 도매 시장에 판매되고 적용되는 나이아가라 

프로젝트에서 활용되지 않는 전력의 순이익에서 기인합니다. 비영리 조직에 대한 수상은 뉴욕 

서부 전원 수익금 예산 배정 위원회(Western New York Power Proceeds Allocation Board)의 권고를 

따른 것이고 지역의 관광을 박차기 위한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이 보조금에 의해 지원되는 보관 된 기록의 디지털화는 2016년 12월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Gil C. Quiniones, NYPA 사장 겸 최고 경영자는 “뉴욕 서부의 관광 산업을 지원하는 것은 주의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전력 수익금 프로그램으로, 뉴욕 전력 당국은 비즈니스 및 경제 발전과 

관광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미활용 수력의 판매에 의해 생성 된 자금을 사용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원 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 “Buffalo의 초기로 돌아가는 역사를 갖는 것은 Arlington 국립 

묘지 같은 곳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Forest Lawn은 우리 지역의 핵심적인 관광 자산입니다. 우리의 

주민과 관광객 모두 지금 Forest Lawn를 방문하고 우리 주변의 지역과 더 넓은 세계에 맞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Forest Lawn 헤리티지 재단은 족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Buffalo에 방문하는 방문자 및 관광 수입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orean 

 

Forest Lawn 묘지위원회 이사회 의장인 H. Jewett는 “Forest Lawn의 최근 자본 캠페인은 이 역사적인 

묘지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이야기를 전하고 미래를 확신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the Margaret L. Wendt 아카이브 및 리소스 센터의 건설 및 개장이었습니다. 이 

최첨단 지역 사회 자원은 우리의 광범위한 아카이브의 집이 될 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개인, 가족 

또는 공공 계보 연구를 수행하는 개인에게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수여 우승 투어의 

시작이자 끝의 장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orest Lawn 헤리티지 재단 이사회 Holly A. Donaldson은 “서부 뉴욕의 역사적인 죽음 기록과 다른 

관련 있는 자료의 가장 큰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는 것을 도움으로 이 프로젝트는 가장 중요한 역사 

자원을 보존할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Buffalo의 도심 활성화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레크리에이션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높이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Forest Lawn 헤리티지헤리티지헤리티지헤리티지 재단재단재단재단 소개소개소개소개 

Forest Lawn 헤리티지 재단의 임무는 뉴욕 Buffalo에 위치한 Buffalo 시 묘지(Forest Lawn 묘지로 

알려진)의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적인 무결성의 보존에 지원으로 자선 및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이며 묘지의 독특한 문화적, 역사적, 건축 및 천연 자원에 대한 공공 인식, 공감을 높이는 

것입니다. Forest Lawn 헤리티지 재단, 501c3 조직은 또한 Forest Lawn에서 발견된 광범위한 역사적, 

문화적 자연 자원에 대해 교사, 학생 및 대중에게 교육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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