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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할 15 곳의 후보 발표

도금 시대 스태튼 아일랜드 묘지, 뉴욕시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모스크, 자동차가
없는 파이어 아일랜드 리조트 커뮤니티, 허드슨 밸리 혁명 전쟁 토리 가옥 등 다양한
역사를 대표하는 유적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역사 보존 위원회(State Board for Historic
Preservation)가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15 곳의 유적지를 추가하도록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도금
시대(Gilded Age)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스태튼 아일랜드 가족
묘지, 뉴욕시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슬림 모스크, 미국 혁명 이후 캐나다로 피신한
식민지 시대 토리(Tory)의 고향인 허드슨 밸리와 1 세기 이상 전에 종교적인 제휴
리조트로 설립된 파이어 아일랜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길고 매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 등록부에 대한 이러한 추가 사항은 우리 주가 제공해야 할 것을 인식하고 축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에 대한 이러한 권장 사항은 미래 세대에
영감을 불어 넣기 위해 이러한 장소와 그들의 이야기가 보호되고 보존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 목록에 등재될 경우, 부지 재건축으로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 보조금과 주 및 연방 역사 관련 재건 세금 공제 등의 다양한 공공 보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 Erik Kulleseid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들은 뉴욕
전역에 존재하는 놀라운 역사를 지원하겠다는 주의 약속을 반영합니다. 그러한 장소에
대한 인정을 확보하면 이 역사를 생생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립공원의 역사 보존 부커미셔너 Daniel Mackay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최신
후보는 우리 주의 다양한 인구의 역사를 나타내는 유적지를 지정하고 지원하려는 역사
보존부(Division for Historic Preservation, DHP)의 약속을 계속합니다."

Cuomo 주지사가 2011 년 취임한 이래, 뉴욕주는 복원 상업 세금 공제 사용을 승인하여
1,000 개 이상의 역사적 부지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로 120 억 달러 이상을
창출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는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 및 현장, 건축,
고고학, 뉴욕주와 미국의 문화 등의 공식 목록입니다. 국가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는 12 만 곳 이상의 부지가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구역의 구성 요소로 존재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
지역사회 조직들이 추천받은 유적지들을 후원했습니다.
추천된 곳들이 주 역사보존 담당관인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추천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추천 장소들의 더 많은 정보와 사진은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 지역
컬럼비아 카운티의 피터 샌더 반 알스타인 하우스(Peter Sander van Alstyne House) "토리 하우스"라고도 불리는 이 네덜란드 식민지 벽돌 거주지는 미국 혁명 직전에 킨더훅
지역에 지어졌습니다. 전쟁 중 영국 군대에서 장교로 재직한 충신인 Peter Sander van
Alstyne 이 소유했습니다. 그 후, 그는 캐나다 온타리오에 정착하기 위해 뉴욕을 떠나야
했고, 이 집과 재산은 결국 압수당했습니다. 이 집은 주거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컬럼비아 카운티의 갤라틴 개혁 교회 및 묘지(Gallatin Reformed Church and Cemetery)
- 이 연방 스타일의 집회소는 1823 년과 1824 년 사이에 이전 건물을 대체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목사관, 교회 홀 및 1770 년대에 지어진 매장지가 있는 묘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교회는 이 지역의 네덜란드 개혁 종교 유산을
반영하고 묘지는 장례 예술의 초기 고유한 사례를 보유합니다.
센트럴 뉴욕
오논다가 카운티의 입실론 알파 챕터(Upsilon Alpha Chapter), 치 오메가 하우스(Chi
Omega House) - 이 집은 1910 년에 시러큐스 대학교(Syracuse University) 근처에
지어졌으며 1919 년부터 여성 공제 챕터 하우스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챕터는 1992 년에
해체될 때까지 치 오메가 전국 여성 공제 클럽(Chi Omega national women's fraternity)과
연계된 챕터에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 건물은 20 세기 중반 여성의 대학 생활을
회상하게 합니다.
핑거 레이크스

먼로 카운티의 제 3 구 역사 지구 경계 확장(Third Ward Historic District Boundary
Expansion) - 로체스터에 위치한 이 지역은 183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콘 힐(Corn
Hill)로 알려진 7 블록 주거 및 상업 지역을 대표합니다. 경계 확장은 1974 년에 상장된
원래 구역을 크게 확대합니다. 이미 나열된 것과 유사한 많은 자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19 세기에 시작하여 20 세기로 확장된 지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존재를 문서화하여
추가합니다.
제네시 카운티의 세인트 마크 주교 교회 및 묘지(St. Mark's Episcopal Church and
Cemetery) - 1869 년에 지어졌으며 저명한 로체스터 건축가 Andrew Jackson Warner 가
설계한 리로이 타운의 고딕 리바이벌 교회(Gothic Revival church)는 현지에서 채석한
석회암으로 지어졌으며 거의 모든 원래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1826 년에
지어진 묘지를 포함합니다.
롱아일랜드
서퍽 카운티의 포인트 오우즈 역사 지구(Point O'Woods Historic District) - 파이어
아일랜드 중심부에 위치한 이 지구는 감리교 교회 목사의 지원을 받아 1894 년에 설립된
150 에이커 이상의 전 셔터쿼 리조트를 포함합니다. 포인트 오우즈는 개인적이고
자치적인 지역사회가 된 후 교회와 함께하는 활발한 레크리에이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리조트의 초기 여성 기독교 절제 연합(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과의
관계를 시작으로 여성의 기여는 이 지구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약
169 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여름 머큐니티는 자동차 도로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대형 방갈로와 비치 코티지가 특징입니다.
미드 허드슨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구스타프 앤 매리언 플라이쉬만 하우스(Gustav & Marion
Fleischmann House) - 픽스킬의 식민지 리바이벌 스타일의 저택은 1927 년에
지어졌으며 저명한 건축가 Chester A. Patterson 이 설계했습니다. 이 집은 플라이쉬만
효모 회사(Fleischmann Yeast Company)의 최고 경영자인 Gustav Fleischmann Jr.의
집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픽스킬에 대규모 제조 및 증류 공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1977 년에 80 년간의 운영 후 문을 닫기 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마마론넥의 아동 복지 협회(Child Welfare Association) - 1927 년에
개설된 이 의료 클리닉은 많은 여성이 제 1 차 세계 대전 중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집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아동 복지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운동의 일부였습니다.
공중 보건에 대한 역사를 반영하는 이 식민지 리바이벌 스타일 건물은 현재 지역사회
보건 센터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쉐브라 토라 안세이 라디시코위츠(Chevra Torah Anshei Radishkowitz) - 이
회당은 1920 년대에 브라운스빌 지역에 세워졌으며 이 지엮이 미국에서 가장 큰
이민자들의 정착지 중 하나였을 때 동유럽에서 도착한 유대인 이민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동네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 건물은 1960 년대
중반부터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에 의해 교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브루클린 무슬림 모스크(Moslem Mosque) - 윌리엄스부르크 지역에 위치한 이 전 감리교
교회 및 소셜 클럽은 1931 년에 폴란드, 벨라루스 및 리투아니아 출신의 립카
타타르(Lipka Tartar) 무슬림 이민자들에게 봉사하는 모스크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되었습니다. 립카 타타르 무슬림은 14 세기 리투아니아에 처음 정착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시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모스크이며 미국에서 형성된 가장 오래된
이슬람 단체 중 하나인 미국인 무하마드 협회(American Mohammad Society)의 첫 번째
영구적인 예배 장소입니다.
브롱크스, 성 스티븐 선교 교회 단지(St. Stephen's Mission Church Complex) - 이 수수한
고딕 리바이벌 교회는 1900 년에서 1901 년 사이에 우드론(Woodlawn) 지역에
지어졌으며 뉴 크로튼 수로(New Croton Aqueduct) 건설과 관련된 근로자의 거주지로
성장했습니다. 성 스티븐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입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밴더빌트 묘지와 묘소(Vanderbilt Cemetery and Mausoleum) - 이
16 에이커의 개인 묘지는 토트 힐(Todt Hill) 꼭대기에 위치하며, 이는 뉴욕시 5 개
자치구에서 가장 높은 401 피트의 자연 지점이며 플로리다에서 케이프 코드까지 대서양
해안 평야에서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Cornelius "준장" Vanderbilt 의
아들이며 1883 년 도금 시대의 거물인 William Vanderbilt 가 의뢰했으며, 그의 죽음 당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축가 Richard Morris Hunt 와 조경 디자이너
Frederick Law Olmsted 가 설계한 거대한 화강암 묘소와 부지는 1887 년 완공 당시 이
카운티에서 가장 비싼 시설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묘지는 Vanderbilt 가족 구성원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패션 아이콘인 Gloria Vanderbilt 가 2019 년에 매장되었습니다.

서던 티어
스튜벤 카운티의 록랜드 실크 밀(Rockland Silk Mill) - 호넬에 위치한 이 전 산업 시설은
1894 년에 이 도시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실크 제조업체로 성장하여 "실크의
도시"라는 칭호를 획득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시설은 1923 년에 문을 닫기 전에 여러
기업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톰킨스 카운티, 해안 경비대 모터 구명정 40300(Coast Guard Motor Lifeboat 40300) 이타카에 도킹된 이 전국적으로 중요한 40 피트 아연 도금 강철 동력 구명정은 1940 년
메릴랜드 커티스 베이에서 미국 해안 경비대가 사용하는 표준 목재 구명정을 대체하기
위한 원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해안 경비대의 첫 번째 강철 완전 전기 용접 모터

구명정으로, 이 선박은 거의 40 년 동안 레이크 미시간(Lake Michigan)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사적으로 소유되고 있으며, 현재 떠 다니는 박물관 및 보조 해안
경비대 구명정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이리 카운티의 이스트 오로라 은행(Bank of East Aurora) - 현재 행사 장소로 사용되는이
전 은행 건물은 1922 년에 지어졌으며 개발 중인 메인 스트리트 회랑으로 닻을
내렸습니다. 여러 금융 기관으로 주인이 바뀐 후 2016 년에 지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 년에 7,700 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 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 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 개, 28 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 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 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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