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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2022 뉴욕주 역사보존 수상자 발표  

   
10개 부문 시상을 통해 역사 유적 보존 및 창조적 재활용에 기여한 사람과 프로젝트 

조명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2022 뉴욕주 역사보존상(New York 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s) 수상자로 9개 프로젝트와 1명이 선정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수상 프로젝트에는 셔터쿼 카운티에서 진행된 지역사회 주도 역사 지구 조성,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유서 깊은 녹지 공간 재개발, 뉴욕시 항구 복원 완료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랜드마크 보존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기념하고 과거의 영광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역사 및 문화 자원에 기여하여 

우리 뉴욕주가 더욱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올해 수상자들께 

축하드립니다."   

  

1980년에 만들어진 뉴욕주 역사보존상(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s)은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이 

뉴욕주 역사 및 문화 자원의 보호와 복원에서 탁월한 활동을 기리기 위해 매년 

수여합니다.  

  

Erik Kulleseid 뉴욕 주립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보존은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공동 작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기회를 맞아 역사 보존이라는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신 프로젝트를 조명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리는 뉴욕주 

전역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존을 가능하게 해주신 모든 

개인과 단체에 축하를 전합니다. 이들의 놀라운 노력과 창조적 비전은 끊임없는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오랫동안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올해의 2022 뉴욕주 역사보존상(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s)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www.flickr.com%2Fphotos%2Fnysparks%2Falbums%2F72177720304399031&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356a593654843b3f1c808dae8f02a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841546835306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w3BE0jJYfubVq1TjZ4WeE%2Fz0sRLfiiH1gEy33GvD%2BWo%3D&reserved=0


  
Cynthia Howk  
최우수 역사보존 기여  

Cynthia Howk는 최우수 역사 보존 기여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는 수십년 동안 커리어를 

이어오며 역사보존 기획, 멘토십, 지역사회 참여 등에 기여했으며, 뉴욕주의 문화 및 

역사 자원에 셀 수 없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East Harlem South/ El Barrio Reconnaissance Level Survey, New York City, New 
York County  
우수 역사보존 기록  

East Harlem South/ El Barrio Reconnaissance Level Survey는 우수 역사보존 기록에 

선정되었습니다. 뉴욕시 일부 진행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종합 역사/문화 자원으로써, 

해당 보고서는 지역의 환경과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모범적인 리코상스 수준 설문조사 보고서로 주의 기타 지역사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F.R. Bain House, Poughkeepsie, Dutchess County 

우수 역사 건물 재건  

F.R. Bain House는 우수 역사 건물 재건에 선정되었습니다. 주택 소유주인 Kimberlee 

Breden가 유적 주택 소유주 재건 공제(Historic Homeownership Rehabilitation Credit)를 

통해 다년간 유서 깊은 1888 퀸 앤(Queen Anne) 양식 주택 복원을 위해 수 년간 

노력하여 이룬 결실입니다.  

  

Historic Bridge Rehabilitation Projects, Wayne and Wyoming Counties  

우수 역사보존 상담  

와이오밍 카운티의 유서 깊은 Schoellkopf Road Bridge과 웨인 카운티 마세돈에서 이리 

운하를 지나는 Quaker/ O'Neil Road Bridge를 활성화하려는 공동 협력 노력이   

우수 역사보존 상담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Jay Estate Gardens, Jay Heritage Center, Rye, Westchester County  

우수 비영리 성과  

Jay Heritage Center의 Jay Estate Gardens는 우수 비영리 성과에 선정되었습니다. 

정원의 혁신적인 디자인은 역사적인 맥락을 반영하는 한편, 원주민과 그들의 목소리를 

복원하고 이를 존중하며 파트너십과 공공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조경을 마련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Lily Dale Assembly Historic District, Lily Dale, Chautauqua County  

우수 지역사회 성과  

Lily Dale Assembly Historic District는 우수 지역사회 성과에 선정되었습니다. 영혼주의 

및 여성 권리 운동에 대해 역사적인 기여를 한 지역사회를 기념하려는 노력은 지역의 

200개 역사 자원을 성공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지지하여 전국 및 주정부 역사유적 



기록부(National and State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등재하도록 노력한 지역사회 

구성원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Niagara River Gorge Access Stairway Rehabilitation Projects, Niagara Falls, 
Niagara County  
우수 OPRHP 프로젝트 달성  

Devil's Hole and Whirlpool State Parks의 Niagara River Gorge Access Stairway 

Rehabilitation Projects는 우수 주립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OPRHP) 프로젝트 성과에 

선정되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역사보존과 유틸리티 사업을 결합시켜 유서 깊은 석조 

건물 디자인을 살리는 한편,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선했습니다.  

  

Old Snell Hall, Potsdam, St. Lawrence County  

우수 역사 건물 재건  

Old Snell Hall은 포츠담 중심부에서 진행된 재투자 프로젝트로, 성공적인 역사 보존 

모델을 채택하여 사용되지 않았던 지역사회 자원을 새로운 다목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우수 역사 건물 재건에 선정되었습니다.  

  

Pier 57, New York City, New York County  

우수 역사 건물 재건  

Pier 57는 우수 역사 건물 재건에 선정되었습니다. 유서 깊은 뉴욕시의 항구를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는 도시의 역사를 상징하는 구조물을 보존하는 모범적 사례입니다. 

이러한 선구적인 비전은 뉴욕주와 연방 역사 재건 세금 공제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현재 

통일적인 현대적 디자인 요소를 1950년대 혁신 건설 기술과 통합하고 있습니다.  

  

T Building, Queens, Queens County  

우수 역사 건물 재건  

T Building은 건물 유적 우수 복원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원 주택을 조성하고 지방 

지역사회 서비스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이번 재활용 프로젝트는 

뉴욕주와 연방 역사 재건 세금 공제를 통해 추진할 수 있었으며, 원래 아트 모던(Art 

Moderne) 양식의 건물 요소를 보존하여 건축물 재개발의 좋은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뉴욕주 역사보존국(Division for Historic Preservation, DHP)은 모든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다양한 역사로의 유의미한 연결점을 제시하며, 역사 및 문화 자원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주립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보존 사무국 산하 기관인 

DHP는 미래 세대에게 역사 유적의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역사를 알려 과거와 미래의 

뉴욕주 주민들의 다양성을 이러한 역사가 반영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무국 온라인 운영 내역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gcc02.safelinks.protection.outlook.com/?url=https%3A%2F%2Fparks.ny.gov%2Fshpo%2Fcontact%2F&data=05%7C01%7CRicardo.Pelaez%40otda.ny.gov%7C5356a593654843b3f1c808dae8f02ab1%7Cf46cb8ea79004d108ceb80e8c1c81ee7%7C0%7C0%7C638078415468353063%7CUnknown%7CTWFpbGZsb3d8eyJWIjoiMC4wLjAwMDAiLCJQIjoiV2luMzIiLCJBTiI6Ik1haWwiLCJXVCI6Mn0%3D%7C3000%7C%7C%7C&sdata=RJhPaO%2BqGbdHi%2BqtwmmiyH4o1Hx%2BF9toSsjApnF8JWM%3D&reserve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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