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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역사 유적지에 대한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 권장 대상지 21곳 발표  

  

유명한 20세기 사회 정의 옹호자의 뉴욕시 거주지, North Country Lumber Baron의 

거주지, 19세기 영적 공동체에 의해 설립된 여름 캠프, 이전 버팔로 라디에이터 공장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를 대변하는 장소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유적지 보존 위원회(State Board for Historic 

Preservation)가 주립 및 국립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21 곳의 부동산의 추가 등재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지에는 

뉴욕시의 20세기 선구적인 사회 개혁가의 이전 집과 직장, 영적 공동체가 웨스턴 

뉴욕에서 만든 여름 캠프, 앤디론댁 공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준 Lumber 남작의 

거주지, 그리고 한때 미국 최대의 자동차 라디에이터 제조업체 중 한 곳이었던 버팔로의 

이전 공장을 들 수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수많은 산업과 문화의 역사적인 관광지의 

본고장이고, 이러한 후보 지역 지명을 통해 해당 장소들은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적지 등록부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의미 있는 과거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뉴욕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며, 이 21개 장소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면 앞으로 더 많은 방문객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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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공원의 임무 중 

일부는 우리 주에 존재하는 놀라운 범위의 역사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에 이러한 장소가 등록되면 이 역사를 생생하고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주 및 연방 세금 공제와 같은 잠재적인 인센티브를 리소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립공원의 역사보존부 부커미셔너 Daniel Mack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후보 지역 지명은 우리 주의 다양한 인구의 역사를 대표하는 역사적 자원을 

지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역사보존부(Division for Historic Preservation)의 약속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런 일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세액공제가 일자리와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이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67,578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 주 및 연방 세금에서 1억 9,500만 달러 이상의 세수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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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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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New York State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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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구  

Schenectady Public Market and Scale House, 스키넥터디 카운티 - 1915년에 설립된 이 

복합 단지는 지역 농산물과 지역 도축육을 공동으로 구매하기 전에 무게를 재고 검사할 

수 있는 중앙 집중식 시장이었습니다. 고유하고 드문 형식의 이 스케일 하우스는 스케일 

세트로 무게를 재는 트럭과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큰 중앙 아치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때 200개의 노점상이 있었던 공공 시장은 슈퍼마켓이 점차 시장의 

역할을 이어받아 1970년 도매 시장으로 폐쇄될 때까지 계속 존속했습니다.  

  

Schenectady Savings Bank, 스키넥터디 카운티 - 원래 1905년에 도시의 산업화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이 은행은 신고전주의 스타일로 설계되었지만 1927년과 

1952년에 은행 설계에 대한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새롭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Country Club Highlands Historic District, 올버니 카운티 - 길더랜드에 위치한 이 지구는 

서쪽으로 주거지 성장이 농경지였던 것으로 확장됨에 따라 올버니 시 외곽의 20세기 초 

주거지 개발을 반영합니다. 처음에는 트롤리, 나중에는 버스 서비스의 발달로 지원된 이 

지역에는 예술 및 공예, 식민지 르네상스, 스페인 선교 등 건축 양식의 혼합을 반영하여 

160개 이상의 거주지가 있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ps.gov%2Ftps%2Ftax-incentives%2Ftaxdocs%2Feconomic-impact-2019.pd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dbc09e2741644dcaf9e08d9bc03ce5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75469206836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14PkwHu2%2FpljaBjoRdNM6e509DVtOGQWW0yL44VODyI%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arks.ny.gov%2Fshpo%2Fnational-register%2Fnominations.aspx&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dbc09e2741644dcaf9e08d9bc03ce5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754692068366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sC5tDBl0OjGM%2BNwceXNfiY%2FZz%2BTUWIU%2BrHF5o8kpFZ4%3D&reserved=0


  
  

핑거 레이크스  

Ellwanger and Barry Building, 먼로 카운티 - 1888년 로체스터 다운타운에 설립된 이 

8층짜리 사무실 건물은 도시의 역사적인 Four Corners 지역의 19세기 후반 상업적 

성장을 반영합니다. 이 우뚝 솟은 로마네스크 리바이벌 양식의 건물은 로체스터의 

저명한 건축가 Warner와 Brocet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Architectural Legacy of James H. Johnson, 먼로 카운티 - Johnson은 1957년부터 

2016년 사망할 때까지 로체스터 시에서 일하면서 지역에서 가장 뚜렷한 공개, 비공개 및 

종교 건물 몇 곳을 포함하여 자신의 대작을 남겼는 데 여기에는 이 도시 다운타운의 

Liberty Pole, "Mushroom House"로도 국가적으로 알려진 잘 구조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Antell-Whitman House 그리고 St. John the Evangelist Church를 들 수 

있습니다. 유기농 모더니즘(Organic Modernism)으로 알려진 운동가로 활동한 

Johnson은 구조화된 콘크리트의 사용에 있어서 혁신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중 

재산 문서는 1961년에서 1977년까지 로체스터 지역에서 Johnson의 경력과 건물에 

대해 설명하고 자산 유형, 등록 요건 및 알려진 현존 작품의 예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Johnson이 설계한 자원의 향후 개별 후보 지명을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James H. and Sarah Johnson House, 먼로 카운티 - 1975년 로체스터의 건축가 James 

H. Johnson이 설계하여 축조된 이 2층짜리 주택은 Johnson, 그의 아내,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살다가 2015년에 새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이 집은 숲 속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휘어진 지붕, 회반죽으로 마감된 벽, 맞춤형 예술가가 디자인한 벽난로, 그리고 

곡면 등 존슨의 독특한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입니다. 원래의 거의 모든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Elaine de Kooning House and Studio, 서퍽 카운티 - 저명한 추상 표현주의 예술가인 

Elaine de Kooning이 이 집과 스튜디오에서 그녀의 말년(1975-1989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새로운 주제와 시리즈를 실험하여 잘 알려진 예술 작품을 만들었고, 

이스트 햄튼의 추상 예술가 지역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John Jackson II House, 나소 카운티 - 헴스테드 타운에 위치한 이 거주지의 원래 구역은 

17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타운 설립자인 Robert Jackson의 손자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노예제 폐지론자인 Jackson 가족은 유색인종을 위한 인근 공동체를 

설립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 가족은 그리스 부흥 양식으로 집을 확장하고 

1899년까지 소유했습니다.  

  

미드 허드슨  

J. Garner West House, 록랜드 카운티 - 1882년경에 저명한 직물 상인을 위해 지어진 이 

Stony Point 저택은 제2 제국 양식(Second Empire)을 반영합니다. 그 가족은 한때 



코호스, 리틀 폴스, 뉴버그, 플레전트 밸리, 로체스터, 그리고 웨이핑거 폴스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900년까지 가족의 집으로 사용되었던 상당한 규모의 사택은 

수년간의 악화 후 원래의 성격과 디자인을 반영하여 세심하게 복원되었습니다.  

  
  

모호크 밸리  

Olbiston Flats, 오네이다 카운티 - 1898년 르네상스 부흥 양식으로 지어진 이 5층 벽돌과 

석조 아파트는 19세기 말 도시의 산업 성장을 반영합니다. 개인 주택 소유에 대한 

대안으로 중상위 세입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Smith-Voorhees-Covenhoven House, 몽고메리 카운티 - 1786년경 글렌 타운에 

구축되었으며, 독립 전쟁 직후의 전통적인 네덜란드와 뉴잉글랜드 건축 기법이 혼합된 

주택 양식을 반영합니다. 여전히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ew York City  

John James Audubon Houses, 맨해튼 - 뉴욕시 주택 관리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에 의해 1962년에 건설된 이 20층짜리 공공 주택 프로젝트는 오늘날 저렴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뉴욕시의 계획자들이 소위 "베스트 

포켓(vest pocket)" 즉, 흩어져 있는 부지 주택 개발 개념의 초기에 사용한 것으로, 

대규모 다중 타워 프로젝트의 건설보다는 공터에 대한 소규모 개발과 기존 주택의 최소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Lillian Wald Residence, 맨해튼 - Henry Street 265번지와 267번지에 위치한 이 건물은 

1895년부터 1933년까지 진보적 개혁가이자 공중 보건 간호사 Lillian Wald의 

거주지이자 작업장이었습니다. Wald는 Henry Street Settlement의 설립자로, 이 곳에서 

사회 서비스와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Wald는 공중 보건 

간호사를 설립했고, 뉴욕에서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교실을 최초로 설립했고, 공립 학교에 첫 학교 간호사를 배치했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참정권, 노동 보호, 아동 노동법, 그리고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Wald는 또한 전문적으로 일하기 위해 전통적인 성 역할을 거부한 교육을 

받고 독립적인 중산층 여성인 "New Women"의 1세대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여성들 

중 다수는 레즈비언었으며 그들은 공동생활을 했으며 진보시대 개혁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Mary McLeod Bethune Houses, 맨해튼 - 1967년에 개장한 이 뉴욕시 공공 주택 

프로젝트는 연방 자금을 지원받은 노인 고층 건물의 초기 예를 대변합니다. 이 건물은 

또한 기존의 캠퍼스 스타일 또는 슈퍼블록 주택 개발과 관련이 없는 이 도시의 첫 번째 

노인 주택 고층 건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건물은 이러한 용도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Ridgewood Fresh Pond Road - Myrtle Avenue Historic District, 퀸즈 - 400개 이상의 

주로 상업용 건물을 포함하는 이 역사적인 지구는 이 지역의 빠른 발전을 반영하는 



응집력 있는 건축물로 인해 중요합니다. 이 지역은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며, 

맨해튼과 브루클린과 더 잘 연결되는 고가 철도 연장선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North Country  

Theodore Basselin House, 루이스 카운티 - 원래 1855년에 지어졌고 그 후에 크로건 

빌리지 중심으로 확장되었고, 사무실과 헛간이 있는 이 집은 지역 목재 거물이자 자선가 

Theodore Basselin의 집이었습니다. Basselin은 뉴욕주의 최초 세 명의 산림청장 중 한 

명이었고 애디론댁 공원을 조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1855년부터 1900년까지 잡화점으로 운영되었고, 나중에 이곳에 마을 최초의 은행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housand Island Park Historic District(경계 개정안 및 추가 문서, 제퍼슨 카운티) - 이와 

같은 기존의 역사적 지구의 확장은 세인트 로렌스 강의 웰즐리 섬에 있는 270에이커에 

달하는 옛 19세기 감리교 야영지와 별장 식민지에 30개 이상의 건물을 후보지로 

추가했습니다. 경계 수정안은 이 커뮤니티의 레크리에이션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대표하는 보트 하우스를 포함하도록 역사지구를 확장합니다.  

  
Southern Tier  

North Main & West Water 상업 지구 경계 증가 - 케멍 강의 북쪽에 있는 엘미라 시에 

위치한 이 상업 지구 목록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도시의 경제 성장을 반영하는 

지구에 8개의 기여 건물, 공원, 그리고 몇 개의 교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Reynolds House, 알레가니 카운티 - 지역에서 Christmas House라고도 알려진 알프레드 

빌리지에 위치한 이 집은 이탈리아 빌라와 두 번째 제국의 요소들을 혼합한 1864년 건축 

양식과 유사한 독특한 빨간색과 녹색 외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 집이 

완성되기 전 파산한 동네 치즈박스 제조업체를 위해 지은 것으로, 이 집의 공사를 완공한 

동네 사료공장 주인이 인수했습니다. 아직 거주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Fedders Manufacturing Company Factory, 이리 카운티 - 1907년에서 1928년 사이에 

버팔로에 건설된 이 복합단지는 한때 미국에서 가장 큰 자동차 라디에이터 제조업체가 

위치했던 곳으로 나중에 Chrysler, General Electric, Westinghouse 및 Sears Roebuck 

등의 고객사와 함께 에어컨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2000년대 초 

생산이 중단되었고 현재는 텅 빈 단지의 일부가 지난 20년 동안 방치되어 소실되었지만 

건물은 도시의 20세기 초반 제조 역사를 대표하는 산업 건축의 예로서 충분한 온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ily Dale Assembly Historic District, 차우토콰 카운티 - 이 종교 캠프 공동체는 1879년 

버팔로 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카사다가 호숫가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60에이커에 달하는 주거용 촌락이자 27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영성주의(Spiritualism) 신봉자들에 의해 여름 캠프로 만들어졌으며 조용한 성찰,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영적 실천에 영감을 주기 위한 건물, 장소, 구조물들이 있는 



커다란 삼림지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어 온 가장 큰 

영성주의자 캠프인 Lily Dale은 영적 세계와 소통하는 매개체를 통한 지속적인 삶에 대한 

믿음인 영성주의의 활발한 배경으로 남아있습니다. 19세기의 영성주의는 또한 폐지론, 

절제론 그리고 여성의 권리와 같은 원인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전국에 남아있는 

4개의 영성주의 캠프 중 하나인 Lily Dale 커뮤니티는 매년 워크숍, 강의, 시위를 위해 

수천 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합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20년에 7,8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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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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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arks.ny.gov%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dbc09e2741644dcaf9e08d9bc03ce5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754692069362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qJKl5JT%2FY5gZWhoGAGG3gu4OvJA3bf2dHm4aNbf5CR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tatepark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dbc09e2741644dcaf9e08d9bc03ce5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754692069362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bBZu4xvKK7jNzr2X%2BfM1L5SJU2X42hmVjY%2BGxIaxu6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acebook.com%2Fnystatepark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dbc09e2741644dcaf9e08d9bc03ce5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754692069362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bBZu4xvKK7jNzr2X%2BfM1L5SJU2X42hmVjY%2BGxIaxu6s%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witter.com%2FNYstatepark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dbc09e2741644dcaf9e08d9bc03ce5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754692070357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ERTYJoWtKfeITTd9tBDNMWHAhO4j0QsHDDUxBeQDUt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twitter.com%2FNYstateparks&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dbc09e2741644dcaf9e08d9bc03ce5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754692070357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ERTYJoWtKfeITTd9tBDNMWHAhO4j0QsHDDUxBeQDUt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3A%2F%2Fwww.governor.ny.gov%2F&data=04%7C01%7CViktoryia.Baum%40otda.ny.gov%7C2dbc09e2741644dcaf9e08d9bc03ce52%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747546920703578%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sdata=6wwy%2Bt%2BZG2slZiwGw0lTNe34fLS0RdZJJqNuC%2Bg9Lx0%3D&reserved=0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