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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주립 및 국립공원 유적지 등록을 위한 23개의 후보지 발표  

  

흑인 사회 역사, 제조, 종교 및 시민 단체, 개인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를 반영하는 
현장  

  

뉴욕, 등록 부동산에 대한 연방 재활 세금 공제에서 국가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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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ic Preservation)가 23개의 유산을 주 및 국가 사적지에 추가하고 다른 하나의 

문서에 중요한 수정 사항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명된 자산에는 

지역 Black Power 조직이 자체 커리큘럼을 개발한 2개의 버팔로 학교, 유대인 엘리트를 

위한 Catskill 휴양지, 서부 뉴욕 금주법 시대의 불법 복제 회사 시설이 포함됩니다. 주 

위원회는 또한 독립 전쟁 장군, 미국 상원의원 및 저명한 지역 지주인 Philip J. 

Schuyler의 노예 소유 활동에 대한 문서를 Albany의 집이자 주립 유적지인 Schuyler 

Mansion 지정에 추가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다양성은 우리의 강점이며 뉴욕주 

전역의 뉴욕 시민들이 우리 유산 보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역사적 등록부에 이러한 대상지가 다양하게 추가된 것은 과거가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에게 계속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유적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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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역사보존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공원의 가장 흥미로운 기능 중 

하나는 뉴욕의 역사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에 이러한 장소가 



등록되면 이 역사를 생생하고 생생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원과 주 및 연방 

세금 공제와 같은 기타 잠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립공원 역사 보존위원회의 Daniel Mackay 부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검토 위원회가 지명 후보를 고려할 때마다 저는 우리 주의 역사의 깊이와 폭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러한 지명은 주 및 연방 역사 재건 세금 공제에 의해 주도된 

투자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 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역사보존부(Division for 

Historic Preservation)의 약속을 계속 이어갑니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이 최근에 뉴욕주가 그러한 크레딧 사용에 있어 미국을 선도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서의 우리의 작업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은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세금 공제 자격을 

갖춘 뉴욕 내 466개 상업 프로젝트의 민간 투자 규모가 거의 38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수치는 다음으로 가까운 주인 오하이오보다 10억 달러가 더 

많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는 52개의 상업 프로젝트가 5억 500만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세액공제 자격을 얻어 전국의 다른 모든 주를 앞질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정부는 1,000개 이상의 역사적 자산에 대해 재건 상업 세금 공제 

사용을 승인하여 120억 달러 이상의 민간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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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사이에 뉴욕 현장에 발급된 공제는 전국적으로 

67,578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지방, 주 및 연방 세금으로 1억 9,500만 달러 이상을 

창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뉴욕주 및 국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는 주와 국가의 역사, 건축, 고고학 

및 문화에 중요한 건물, 구조물, 지구, 경관, 물건 및 유적지의 공식 목록입니다. 

개별적으로 또는 역사 지구의 구성 요소로서, 뉴욕에는 120,000개 이상의 역사적 

유산이 국가 사적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 지역사회 조직들이 지명된 유적지들을 후원했습니다.  

  

추천된 곳들이 주 역사보존 담당관인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유적지 등록부(New York State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된 다음 단계로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추천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등재 후보 지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구  

  

·        올버니 카운티 올버니 Philip Schuyler Mansion에 대한 추가 문서. 주립 

역사 박물관인 Schuyler Mansion은 독립 전쟁 장군이자 상원 의원이자 지역 

귀족인 Philip John Schuyler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건물이 1967년 국가 

등록부에 추가되었을 때 문서에는 Schuyler가 개인 부를 축적하고 저택을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ps.gov%2Ftps%2Ftax-incentives%2Ftaxdocs%2Ftax-incentives-2021annual.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98260933dc743ec882408da507b94d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07890981972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yN1zIwihYNsKwNlH%2FFtVMO2yvXalCNwrn2oZc%2FcfIxg%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nps.gov%2Ftps%2Ftax-incentives%2Ftaxdocs%2Feconomic-impact-2019.pd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98260933dc743ec882408da507b94d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07890981972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2RX2xSUyxAf4p2z2BxEDyqIFF2GA8Niw7N2Z6%2FuPuw8%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arks.ny.gov%2Fshpo%2Fnational-register%2Fnominations.aspx&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98260933dc743ec882408da507b94d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07890981972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iL3AfGjwRDahY4wJjI5lP%2F60SiJBRsSwuxSi64HB7U%3D&reserved=0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arks.ny.gov%2Fshpo%2Fnational-register%2Fnominations.aspx&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98260933dc743ec882408da507b94de%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7910789098197219%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MiL3AfGjwRDahY4wJjI5lP%2F60SiJBRsSwuxSi64HB7U%3D&reserved=0


건설 및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노예화한 것과 관련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를 기록에 추가하는 것은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적어도 삶의 일부를 Schuyler Mansion에서 살았던 노예들의 

이야기 중에는 전쟁포로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영국인 장교에서 Philip 

Schuyler에게 자신의 매매를 협상한 왕자, 독립전쟁 당시 영국군 사이에서 

자유를 자처한 Claas, Diana, Scipio 및 Adam, 자녀들을 부양하기 위해 

점쟁이가 된 후 직업을 찾은 Silvia 등이 있습니다.  

·        올버니 카운티 올버니 Boardman and Gray Piano Company. Boardman 

and Gray Piano Company는 North Albany에 있는 4층 L자형 공장 건물로 

1853년에 건설되었으며 1860년 화재 후 실질적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많은 

산업적 세부 사항이 아직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이 건물은 역사 

보존 세금 공제를 사용하여 주택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        렌셀러 카운티 트로이,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Lansingburgh. 이 

19세기 교회 단지에는 1823년부터 1958년까지 여러 건축 단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은 1840년대 원래의 그리스 부흥 양식 교회가 완공된 이후 

여러 차례 확장 리모델링한 벽돌 로마네스크 부흥교회입니다. 가장 최근에 

추가된 것은 1958년에 완공된 세기 중반의 현대식 주일학교입니다. 거의 

200년에 걸친 점진적 확장과 발전을 거듭한 이 건물은 지역 종교 공동체가 

발전해 온 방식을 상징합니다.  

·        스키넥터디 카운티 스키넥터디, 스키넥터디 경찰서. 1889년 벽돌과 

테라코타로 마감 처리된 이 건물은 원래 공립학교로 건설되었지만 1929년 

경찰서로 개조되어 1973년까지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        올버니 카운티 콜로니, Mark House. 1791년 이 농가 주택은 그해 순찰자 

Stephen van Rensselaer III에 의해 세입자 임대를 허가받은 Isaac Mark가 

지었습니다. 그것은 1840년대에 실질적으로 재건되었으며 여전히 신세계 

네덜란드 건축 전통 양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원래의 600에이커 규모의 

농장은 가족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한 더 작은 소작농의 집합체였으며 

시스템이 19세기 중반에 폐지될 때까지 임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1881년까지 Mark 가문에 남아 있었습니다.  

·       그린 카운티 캣츠킬 인근, Captain Joseph Allen House 이 주택은 잘 보존된 

1814년 연방 스타일의 집으로, 독립 전쟁 사나포선 함장, 해군 대령이자 

무역상이었던 Joseph Allen이 살았습니다.  

·        런셀러 카운티 이글 브리지, Gooding Farm 이는 1840년 벽돌 그리스 부흥 

양식 농가로 42에이커와 12개의 별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100년 동안 한 

가족이 운영한 19세기 농장이 온전하게 보존된 예를 나타냅니다.  

·       컬럼비아 카운티, 포카크, Sweet Homestead 이것은 잘 보존된 1845년 목재 

골조 그리스 부흥 농장으로, 여러 역사적인 별채가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  

  



·        올리언스 카운티 머레이 인근 Fancher World War II 기념관 이 8피트 높이의 

기념물은 올리언스 카운티 Murray Township의 팬처 마을에 있습니다. 눈에 

띄는 교차로에 위치한 이 지역 Medina 사암 기념물은 1949년에 헌납되었으며 

4면에 각각의 시계가 있으며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사망한 지역 군인 10명을 

기념하는 명판이 있습니다.  

·        먼로 카운티, 로체스터, Hickey-Freeman Company 빌딩 Hickey-Freeman 

Company는 1890년대 Rochester에서 고급 남성 의류 제조업체로 

시작했습니다. 이 공장의 첫 번째 부분은 1912년에 구축되었으며 1920년대, 

1940년대, 1950년대에 확장되었습니다. 이 위치에서 고급 남성복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        온타리오 카운티 나폴리 Fairview 묘지. 이 1800년대 공동 묘지는 마을에 

최초의 유럽 정착민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        제네시 카운티 베르겐 North Bergen Presbyterian Church 이 1834년 

구조물은 작은 시골 돌과 치장 벽토 교회의 예입니다. 종탑, 추가 및 그 이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기타 개선 사항은 이 작은 공동체에서 작지만 여전히 

중요한 교회 역할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        나폴리, 온타리오 카운티, 나폴리 Central Naples 역사 지구 Central Naples 

역사 지구에는 이 작은 북부 마을의 중심부에 246개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다양한 건축 양식의 건물로 

구성된 이 지역에는 그 시대의 수많은 상업, 시민, 주거 및 종교 건축물이 

있습니다.  

·        온타리오 카운티, 나폴리, Naples South Main 역사 지구 Naples South Main 

Street 지구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잘 관리된 주택 93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제국, 앤 여왕, 콜로니얼 리바이벌, American Foursquare 및 

Craftsman 아키텍처의 겸손한 버전을 나타냅니다.  

  

모호크 밸리  

  

·        허키머 카운티, 허키머, H. M. Quackenbush 공장. 이 공장은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이 마을의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중요한 가치를 갖습니다. 이 공장은 지역 기업가인 Henry Marcus 

Quackenbush가 발명한 금속 제품의 유명한 제조업체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것 중 하나는 스프링이 장착된 휴대용 호두까기 인형이었습니다. 

1874년에서 1996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지어진 이 공장의 가장 큰 부분은 

Utica 건축가 Frederick Gouge에 의해 로마네스크 리바이벌 스타일로 

설계되었습니다.  

  

서던 티어  

  

·        체멍 카운티, 엘미라 Goff, Way 및 Brand Leaf 담배 창고, Elmira, Chemung 

카운티. 저명한 건축가 Joseph Considine이 설계하고 1908년에 건축된 이 



3층 벽돌과 목재 프레임 구조는 1928년까지 저명한 담배 포장 회사의 가공 

창고로 사용되었으며 한때 번창했던 서던 티어의 담배 산업을 눈에 띄게 

상기시키기 위해 크게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체멍 카운티, 엘미라, Stowell House. 이 1850 목재 프레임 주택은 엘미라 

지역에서 한때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드문 역사적인 스타일을 반영하는 

과도기 그리스 부흥/이탈리아 주거 건축의 손상되지 않고 잘 보존된 

예입니다.  

·        델라웨어 카운티 플레쉬만 Max and Johanna Fleischmann House. 현재 

Spillian으로 알려진 이 건물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와 뉴욕시의 Fleischmann 

가문에서 사용하는 6개의 여름 "코티지"로 이루어진 유일한 생존 주택입니다. 

Fleischmann 가문은 델라웨어 카운티의 이 지역의 여가 개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19세기 후반 예술, 경영, 정치 분야의 다른 주요 인물들이 캐츠킬에서 

여름을 보내도록 장려했습니다. 이 집은 1886년에 지어졌으며 막대기와 

지붕널 스타일의 도금 시대 여름 "코티지"의 예외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예입니다.  

  

웨스턴 뉴욕  

  

·    The B.U.I.L.D. Academy. 커뮤니티 조직자 Saul Alinsky의 도움을 받아 

1966년에 설립된 B.U.I.L.D(Build Unity, Independent, Liberty, and Dignity)는 도시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인종 차별을 없애기 위해 지역 전략을 사용하는 조직으로 

버팔로에 설립되었습니다. B.U.I.L.D.는 인종 불평등을 종식시키려는 전국적인 

노력이 버팔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유입과 동시에 일어났을 때 생겨났습니다. 

버팔로의 흑인 커뮤니티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보다 단호하고 관련성 

있는 대응을 개발하기 위해 Black Power의 이념을 활용했습니다.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B.U.I.L.D.는 고용, 직업 훈련, 노동 차별, 교육, 비난받거나 비어 

있는 건물, 공원, 치안 유지, 인종 차별 등 다양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B.U.I.L.D.의 모든 노력 중에서 조직은 버팔로의 East Side에 있는 흑인 

커뮤니티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통제와 의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B.U.I.L.D는 흑인 어린이를 위한 향상된 공교육에 대한 흑인의 

열망의 표현으로 B.U.I.L.D.로 알려진 버팔로 Public School 시스템 내에 자체 

초등학교를 개설했습니다. 학원. 주 검토위원회는 B.U.I.L.D. Academy의 두 

장소를 국가 사적 등록에 포함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    이리 카운티 버팔로, Buffalo Public School # 32 (PS 32) (즉, 

B.U.I.L.D. Academy) 1913 Public School #32는 1969년부터 

1977년까지 B.U.I.L.D. Academy 로 사용되었습니다. 2009년에 

추가된 이 건물은 Tudor Revival 스타일의 20세기 초 학교의 잘 

보존된 사례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이리 카운티, 버팔로, Buffalo Public School # 92 (PS 92) (즉, 

B.U.I.L.D. Academy) 1961년 PS#92는 1977년부터 1983년 



B.U.I.L.D.가 해산될 때까지 B.U.I.L.D. Academy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중세의 최근 스타일로 구축되었습니다.  

  

·    나이아가라 카운티, 나이아가라 폴스 Hall 아파트. Hall 아파트는 20세기 초반 

의료 사무실과 주거용 복합 건물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저명한 

의사인 Frank Hall 박사는 1928년 3층 건물 건설을 위탁하여 W.S. Johnson 

Building Company가 건설을 맡았으며 자신의 사무소 및 가족들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마련했습니다. 건물은 1층에 2개의 진료실과 상업 공간, 3층과 지하에 

모두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all 아파트는 20세기 초 나이아가라 폴스의 

성장과 발전과 관련이 있으며 도시가 번성하는 산업 중심지로 부상하던 시기에 

살고 있는 중산층 아파트를 보여줍니다.  

·    나이가라 카운티, 나잉가라 폴스, The Sagamore Apartments and 

Shops. 건축가 Kirkpatrick & Cannon이 디자인한 3층짜리 Sagamore 아파트는 

20세기 초반 아파트 개발의 전형이었던 Tudor Revival 스타일로 렌더링된 복합 

용도 건물입니다. 지역 꽃집인 Eugene C. Butler는 1926년에 3층짜리 아파트 

건물을 가족 사업을 위한 점포와 개인 거주지, 그리고 2개의 다중 차량 차고와 

새로운 온실로 건설하기 위해 건설을 의뢰했습니다. 1927년에는 그 자리에 

1층짜리 다세대 상업용 건물이 건설되어 뛰어난 상업 입지를 활용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20세기 초 나이아가라 폴스 시의 성장과 번영을 반영합니다.  

·    이리 카운티 버팔로, Illinois Alcohol Company Building. Illinois Alcohol 

Company 빌딩은 20세기 전반부 동안 버팔로의 양조 및 증류 산업과 관련이 

있으며 금주법 기간 동안 대규모 불법 밀주 작전에서 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 

계약자 Chesley, Earl & Heimback에 의해 1920년 건설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원래 Bison City Storage Company 창고로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금주법 기간 

동안 이 건물은 1925년에서 1929년 사이에 일리노이 알코올 회사가 주도한 불법 

밀주 조직의 중심이었습니다. Illinois Alcohol Company는 건물의 특징 없는 외관, 

원래의 유리 블록 창, 숨겨진 차량 하역장 및 서쪽의 철도 하역장을 활용하여 몇 

년 동안 광범위한 불법 복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 불법적인 구조 변경이 

적발된 후 1년 간의 재판 결과 부패한 지방 정부 및 주정부 요원, 철도 노동자 및 

회사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나이아가라 카운티, 나이아가라 폴스, Buildings on Niagara Street at Fourth 

Street. 이 소규모 지구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나이아가라 

스트리트(Niagara Street)의 한때 밀집된 상업 회랑이었던 곳의 역사를 반영하는 

복합 용도 건물의 집합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 시를 

관통하는 주요 동맥이며 건물은 원래 훨씬 더 큰 상업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이 

소규모 지구에는 이 중요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건물 유형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3가와 4가 사이의 나이아가라 가에 있는 

6개의 건물을 포함합니다. 주목할만한 건물 중 하나는 1914년에 지어진 Niagara 

Gazette 신문의 옛 건물입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21년에 7,8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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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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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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