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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28개의개의개의개의 주와주와주와주와 국가국가국가국가 역사적역사적역사적역사적 장소장소장소장소 등록부등록부등록부등록부 후보후보후보후보 추천을추천을추천을추천을 발표발표발표발표 

 

등록등록등록등록 후보후보후보후보 목록의목록의목록의목록의 장소장소장소장소 중중중중 바지선바지선바지선바지선 운하운하운하운하 시스템시스템시스템시스템 포함포함포함포함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8개의 장소가 주와 국가 역사적 장소 등록에 추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역사 보존 위원회에 의해 지정된 역사적인 지정을 위해 주 전역에서 바지선 

운하 역사 지구가 하나의 자원,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뉴욕의 풍부한 역사는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며, 우리 주의 빠르게 성장하는 관광 산업을 위한 

강한 매력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런 장소들이 역사적인 장소로 지명되면서, 

우리는 또한 세계의 다양한 곳에서 온 여행자들이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를 만든 장소들을 

방문하고 탐구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해 이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지선 운하 역사 지구는 주의 20 세기 운하 시스템의 네 가지 역사적인 지점을 포함합니다; 이들은 

1820년 초반에 건설된 크게 확장된 버전의 수로인Erie 운하, Champlain 운하, Oswego 운하 및 

Cayuga-Seneca 운하입니다. 이 지구는 18 개 카운티에 4백50마일에 퍼진 23,000 에이커를 

포함합니다. 운하의 과거와 현재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총 28개의 후보들의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ose Harvey,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OPRHP) 국장은 “바지선 운하 역사 지구 및 다른 

주목할만한 장소의 주 및 국가 역사적인 장소의 후보 등록은 Cuomo 주지사의 역사 보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독특한 지역들과 지역에 추가하는 것은 그들의 

장기적인 보존과 축하를 위해 중요한 단계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Brian U. Stratton, 뉴욕 주 운하 공사 이사는 “저는 바지선 운하를 주와 국가 역사적 장소에 

포함되도록 후보로 추천한 뉴욕 역사 보존 위원회를 칭찬하는 바입니다. 뉴욕의 운하를 따라 크고 

작은 지역 사회들이 운하에서 직접적으로 뻗어 나온 모든 정체성과 공동 유산을 공유합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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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등록은 미국의 놀라운 기술에 대해 역사에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관광, 경제 

성장과 환경 복원에 박차를 가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 바지선 운하는 거의 반세기 동안 대륙의 대부분의 상거래에 영향을 준 20세기의 

전국적으로 중요한 기술 및 건설입니다. Erie 운하는 1825년에 처음 개방되었고,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영향력 있는 인공 수로이며, 북동부, 중서부, 대평원에 정착하는 과정을 

촉진하였습니다; 애팔래치아 산맥의 서쪽 지역과 대서양 해안을 연결하고, 뉴욕을 국가의 

우선적인 항구와 상업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뉴욕의 운하는 엄청나게 성공하였고 큰 보트와 

이용 증가를 수용하기 위해 19 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1905년부터 1918년까지 

건설 바지선 운하는 마지막이자 가장 야심찬 확대였습니다. 

 

200 개 이상의 운하 구조의 목록을 포함하여 후보 지명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문서는 OPRHP와 

협력 하에, Erie 운하 길 국립 유산 회랑, 국립 공원 서비스 유산의 문서 프로그램 및 운하 사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Mike Caldwell, 국립 공원 서비스, 동북 지역의 지역 책임자는 “Erie운하 길 국립 유산 회랑은 

2000년도에 의회에서 상징적인 국가 보물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국립 공원 서비스는 

보존과 활성화의 기회를 계획하고 구현하기 위해 뉴욕 주 및 지역 사회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지구 목록은 우리 국가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인식 할 수있는 유산 자산의 

하나로서 Erie 운하 길의 위상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와 국가 등록 목록은 건물 재생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 보조금과 주 및 연방 

역사관련 재활 세금 등의 다양한 공공 보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개발자들은 2013년에 국가의 역사적 장소에 등록된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 

전체에서 10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집주인들은 주 역사적 집주인 재활 세금 공제를 통해 

역사적인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1천 430만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주와 국가 등록은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사물, 뉴욕 주와 국가의 역사, 건축, 고고학 및 문화에 

중요한 장소에 대한 공식 목록입니다. 역사적 장소 등록부에는 90,000개 이상의 역사적인 건물, 

구조 및 장소,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지역의 구성 요소 등이 있습니다. 주 전체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의 조직은 후보들을 후원했습니다. 

 

추천된 곳들이 주의 역사 보존 사무실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역사적 장소 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가의 역사적 장소 등록부에 추천이 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수준에 등록이 됩니다.. 

 

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추가적인 주주주주 검토위원회의검토위원회의검토위원회의검토위원회의 추천추천추천추천 : 

 

Alban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Albany 의 Philip Livingston중학교 - Albany의 건축가Andrew L. Delehanty에 의해 디자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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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하는 도시 인구를 위해 1932 년에 완공 된 학교 건물은 콜로니얼 부흥 양식과 아르 데코 

스타일을 혼합한 스타일이며 뉴욕주 초기의 중학교 운동의 예입니다.  

 

Chautauqu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Jamestown 의 Jamestown 다운타운 역사 구역 - 101 개의 기여하는 건물의 컬렉션은 대부분 상업 

건물의 작은 마을 도시의 중심이며 1870년대의 작은 마을에서 1950년대 중반의 4만명 이상의 주민 

이상으로 산업 도시로의 진화를 반영합니다. 

 

Dutches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Poughkeepsie 의 Corlies-Ritter-Hart주택 - 약 1872년에 건설된 2차 엠파이어 스타일의 집은지역 음악 

교육, 성능과 상거래에 역사에 중요한 가족 시리즈와 관련되어있습니다. 

 

Dover Stone교회, Dover Plains - 동부Dutchess 카운티에있는 조밀하게 나무가 우거진 지역에 

변성암이 지질학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19세기 중반에 유명했고 수 십 년간 뉴욕 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관광지입니다. 

 

Charles Morschauser 의 주택, Poughkeepsie - Queen Anne 스타일의Charles Morschauser를 위해 

1902년에 건설된 집으로 그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뛰어난 법정 변호사였고 유명한 

건축가Stanford White의 살해 혐의로 국가에 의해 기소된Harry K. Thaw를 변호하였습니다. 

 

Violet Avenue학교, Poughkeepsie - 1940 년에 완공 된 콜로니얼 부흥 학교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디자인에 영향을 줘서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공공 관리에 의해 관리되는 그의 

뉴딜 학교 건물 프로그램의 후원으로 지어졌습니다. 

 

시온 순례자 감리교 감독 교회 부지, Fishkill - Baxtertown 지역에서 위치한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자원인 교회이며 약 1848년에 설립되었고 Hudson 밸리 지역에서 초기 농촌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의 중요한 종교적 사회적 간담회 장소로 봉사하였습니다.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60번 공립학교, Buffalo - 1922 년에 완공된 공립학교 60은 버팔로 공립 학교 시스템의 개혁을 

나타내고 첫 번째로 지역 초등학교로 뽑혔고 도시가 성장하면서 확장되었고 나중에는 직업 훈련 

및 지역 사회의 중심으로 성장하였습니다. 

 

Genese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최초 장로 교회, Le Roy - 1825년과 1826년에 설립되었고 19세기와 20세기 과정 이후에 

수정되었으며 교회는 건설 이후 마을의 중앙에 눈에 띄게 서 있었고 지역 사회를 위한 모임 장소로 

이용되었습니다. 

 

King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Nassau 양조 회사, 브루클린 – 브루클린에서 라거 양조가 폭발한1865까지 라거 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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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회사이며, 뉴욕 대도시 지역에 독일 이민자의 자본 유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Lewis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Pinckney 코너 묘지, Pinckney - 묘지 지역은 19 세기 초반 정착한 가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충돌하는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중요했으며 두 개의 독립 전쟁 참전 용사와 12명의 1812 

전쟁의 참전 용사들의 무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Monro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최초 유니테리언 교회, Rochester - 1961년에서 1962년까지 건설되었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Louis I. Kahn에 의해 설계된 현대 건축의 중요한 예입니다. 이는 현대 건축가로서 그의 

위치를 초월한 획기적인 작품으로 여겨지며 20세기 후반의 건축가들에 가장 영향력 있는 건물이 

되었습니다. 

11번 North Star학교, Hamlin - 희귀하게 살아남은 19 세기 중반 농촌 학교 건물은 1844 년에 처음 

건립되었고 170년 동안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였고 1952년부터 지역 사회 센터로 이용되었고 

현재는 지역 역사 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assau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William Landsberg주택, Port Washington - 1951 년에 지어진 현대 주거 건축의 훌륭한 예이며  

현대 건축가인William Landsberg에 의해 설계되었고 특유의 개방성, 단순성, 효율성 및 천연 소재에 

대한 자신의 취향을 색다르게 보여줍니다. 

 

New Yor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Circle Line X, 뉴욕 - 1944 년에 건축된Circle Line X는 2차 세계 대전 동안태평양 극장에서 섬의 

침략에 병력을 배로 건너게 하는 상륙용 주정 보정(LCI)로 대형 (L)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전쟁 

이후에는 맨해튼 섬 주변으로 관광객들에게 약 35마일의 투어를 제공하는 관광 선박으로 재설계 

되었습니다. 

 

식민지 아케이드, 뉴욕 - 1912 년 저장 및 로프트 건물은세기의 변화 근처에서 업타운으로 이동한 

도시 주변의 주요 백화점 도시의 근처였던 의류 제조 업체의 욕망을 일으키는 번영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진 “미드타운 로프트 존”의 개발의 일부였습니다. 

 

Niagar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High and Locusts거리 역사 지구, Lockport – 중요한 성장기에 도시의 많은 유명한 전문가, 정치인과 

비즈니스 맨들에게 유명한 개발된 지역으로 오늘날 1840년부터 1936년까지의 주거 스타일 

그대로의 컬렉션을 포함합니다. 

 

Oakwood묘지, 나이아가라 폭포 - 1852년에 설립되어 성장하는 지역 사회의 요구에 부응한 이 공동 

묘지에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떨어져 최초로 폭포에서 살아남은Annie Edson Taylor가 묻혀있는 

“스턴트” 혹은 무모한 (성공 혹은 실패)의 구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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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ondaga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Hanover 스퀘어 역사 지구 경계 확장, Syracuse – 지명은 1975년에 만들어져 19세기 초 중반에 

건설된 Eric 운하와 Genesee Turnpike을 활용하는 도시의 상업 생활에 필수적인 많은 건물들을 

포함하는 역사 지구를 확장합니다. 

 

West Brothers뜨개질 회사, Syracuse - 제조 건물은 1906에서 1907 사이에 건설되었습니다. 

1890년에 Eugene과 George West에 의해 시작된 성장하는 뜨개질 회사를 위한 건물로 도시의 

전통적인 소금 산업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사회에 다양한 산업으로 지역 경제를 구동하는 

회사였습니다. 

 

Richmond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One Pendleton Place의 거주지, 스테이튼 아일랜드 – 1860년에 건설된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높은 

빅토리아 이탈리안 스타일의 빌라의 희귀한 예이며19세기에 미국의 아름다운 디자인을 대중화 

하는데 도움을 준 Horticulturalist잡지에 2번이 소개되었습니다. 

 

Schoha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세인트 폴 루터 교회 역사 지구, Schoharie – 이 지구는 이전 세인트 폴 루터 교회, 1801 목사관, 

세인트 폴 루터 묘지와 1743 올드 루터 목사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18세기에 Schoharie 

밸리로 이민한 팔라틴 독일 정착인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Steuben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Philip Argus하우스와 와이너리, Pulteney - 1886 돌집과 1890 돌 와이너리는 Philip Argus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는 독일 이민자였는데 Finger Lakes 지역이 유럽의 와인 생산 지역과 비슷한 날씨와 

토양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와인 생산을 지역 경제에 중요한 부분으로 만들도록 

도왔습니다. 

 

Suffolk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John Mollenhauer주택, Bay Shore - 1893 년에 건설된 뛰어나고 점점 희귀한 지붕널 스타일의 건물의 

예는”브루클린의 설탕왕”으로 유명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자 독일 이민자인 John Mollenhauer 

2번째 집으로 지어졌습니다. 

 

Wayn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Ambrose Lapham주택, Palmyra - 1869년에서 1870년까지 건설된 Lapham을 위해 건설된 이탈리아 

풍의 가옥이며 그는 Palmyra의 원주민으로 Detroit 지역에서 은행에서 자신의 행운을 만들었고 

Finger Lakes 지역의 농촌과 목가적인 풍경을 기억하는Palmyra를 은퇴 장소로 선택하였습니다. 

 

Westchester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Glenwolde 공원 역사 지구, Tarrytown - 튜더 부흥과 콜로니얼 부흥 스타일을 대부분 그대로 가져온 

가정은 1920년대에 지역 경제와 관련된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개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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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politan생명 보험 회사 기록 홀, Yonkers – 신고전주의 건물로 내화 구조에 마스크를 

건설하도록 설계된 이 건물은 1906년에 건설되었으며 이는 Metropolitan 생명이 미국의 가장 큰 

보험 회사 중 하나로 성장하면서 기록물의 원격 저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주 및 국가 등록에 등록된 수 만개의 건물과 함께 뉴욕의 역사의 중요성, 깊이와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축하와 뉴욕의 역사적 자산을 홍보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의 풍부한 역사와 역사 사업을 통해 주의 역사를 통한 길 사업을 

시작하여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Path Through History 사업은 

뉴욕의 박물관의 광대한 네트워크, 역사적인 장소 및 기타 문화 기관 등을 포함하여 국가에서 500 

플러스 문화 유산 관광지를 구성하는 13 테마를 사용합니다. 방문자들은 주요 주 하이웨이에서 

Path Through History 표지를 보고 현지의 간판도 찾아서 현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온라인 

www.paththroughhistory.ny.gov에 접속하여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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