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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20 년 뉴욕주 역사보존상 수상자 발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보존, 네덜란드 건축, 카네기 도서관, 주 전역의 역사 보존 옹호
단체 등 11개 부문 수상자 선정
사진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8세기 네덜란드 헛간 재건에서 존 브라운 농장
주정부 사적(John Brown Farm State Historic Site)에 설치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삶을
추모하는 예술 작품까지 주정부의 역사를 보존하는 프로젝트 11개를 선정하여 2020
뉴욕주 역사보존상(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s)를 시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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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여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2013년 주정부의 재건 세금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하여역사적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는 데 수십억 달러,
소유자가 있는 역사적 주택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0 뉴욕주 역사보존상은 풍부한 뉴욕의 역사를
보호하고 모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역사적인 프로젝트는
우리 뉴욕주가 세워진 이래로 뉴욕에서 살아왔던 다양한 경험을 보여줍니다. 뉴욕은
모든 사람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유적지 보호에 무수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귀중한 지원을 제공하는 각 유적지의 담당자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Erik Kulleseid 주립 공원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정된 프로젝트의 다양성은
보존 노력이 열정적인 현지인의 노력에서 시작되며, 이들의 관심이 생산적인 협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파트너 중 하나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든 개인과 집단이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보존하기 위해 기울인 특별한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올해의 2020 뉴욕주 역사보존상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빙엄턴 카네기 도서관(Binghamton Carnegie Library), 브룸 카운티

건물 유적 우수 복원

빙엄턴 다운타운에 위치한 구 카네기 도서관은 뉴욕 주립 대학교 브룸(SUNY Broome)의
컬리너리 앤 이벤트 센터(Culinary and Events Center)로 새로 태어나 대학교의 접객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2,150만 달러의 재건 프로젝트는 판매세 공제를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역사적인 건물을 최첨단 교육 및 행사 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롭지 헛간(Cropsey Barn), 뉴욕시 록랜드 카운티

건물 유적 우수 복원
Cropsey 가족은 뉴욕주 및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er)에 등재된 장소를 재건하여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농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에
반대하여, 가족은 이 18세기 헛간 및 토지의 소유권을 카운티에 이전하고 농지를 보존해
달라는 제약을 맺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 장인 및 건축 관리자 단체과 함께 협력하여, 이
헛간은 완전히 복원되었으며, 현재 지역의 카운티 지원 농업(County Sponsored
Agriculture, CSA) 협회가 생산한 유기 작물을 생산 및 수확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홀리 홀리 가든스(Holley Gardens), 올리언스 카운티 홀리 빌리지

건물 유적 우수 복원
1930년에서 1931년 사이에 건설된 구 홀리 고등학교(Holley High)는 1975년부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홈 리싱(Home Leasing)과 에지미어 개발(Edgemere
Development)이 건물에 대한 재건 공사를 완공하여 41개의 고령자를 위한 저렴한 주거
공간을 더불어 빌리지 정부가 사용할 사무실, 회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개발업체는
이러한 재건 계획을 지원하는 는 적응 재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 역사 보존 세액
공제(Historic Tax Credit) 및 저소득 주거 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
프로그램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닥터 퍼거슨스 하우스(Dr. Ferguson's House), 워런 카운티 글렌 폴즈

건물 유적 우수 복원
닥터 퍼거슨스 하우스(Dr. Ferguson's House)가 철거 위험에 처하자 지역 보존 활동가인
Darren 및 Lisa Tracy가 구조에 나섰습니다. 세심한 계획과 협력을 통해 Tracy 부부는
1870년 국가 등록부에 등재된 건물을 연방 및 주정부 역사보존 세액공제(Historic Tax
Credits)를 활용해 아파트 건물로 변모시켰고, 결국 중요한 지역사회 유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온더도녹-탈만-버크 하우스(Onderdonck-Tallman-Budke House), 록랜드 카운티
클락스타운

건물 유적 우수 복원
1790년대와 1870년대 사이에 건설되었으며 1930년대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던
온더도녹-탈만-버크 하우스는 파손된 상태였습니다. 타운 기금을 이용하여 사암으로
만들어진 유서 깊은 네덜란드식 주택이 복원되었으며, 현재 클락스 타운의 거몬드
파크(Germonds Park)의 교육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커스 가비 파크(Marcus Garvey Park)의 소방탑(Fire Watchtower), 뉴욕시 할렘

건물 유적 우수 복원
많은 사람들에게 할렘 소방탑으로 알려진 마커스 가비 파크 주철 구조물은 1856년에
지어졌으며 뉴욕시 소유의 지역사회 랜드마크입니다. 시민 지지에 힘입어 소방탑을
복원하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이 마련되었으며, 그 결과 뉴욕시 시의회, 시장 및 자치구
대표 등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재건이 완료되어 할렘의 정체성과
역사적인 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뉴욕시 카네기 도서관

우수 역사 기록
2009년 역사 지구 위원회(Historic Districts Council)가 뉴욕시 카네기 도서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였고, 그 결과 2020년 9월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의
승인을 받아 다자소유 부지 기록 양식(Multiple Property Documentation Form)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함으로써 과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지역사회 건물에 대한 조사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메리 이 벨 하우스(Mary E. Bell House), 롱아일랜드 센터 모리히스

우수 성과 단체
메리 이 벨 하우스의 복원 및 역사 유적 등재로 인해, 19세기 롱아일랜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토지 소유주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모리히스 아프리카계 미국인 커뮤니티 내
여성의 중심적 역할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72년에 지어진 이 주택에서
Smith와 Bell 가족이 100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소유주인 Mary Bell은 모리히스 아프리칸
감리회 자이온 교회(AME Zion Church)와의 연합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다. 2011년경 주택이 파손되었습니다. 브룩헤이븐 타운은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케첨 인 재단(Ketcham Inn Foundation)과 공식 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복원했습니다. 이 건물은 현재 사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벨턴 빌리지, 세인트로렌스 카운티

우수 고고학 발견
휴벨턴 빌리지는 식수 탱크 및 하수도 재건 프로젝트 진행 중 뜻하지 않게 과거 마을의
"오래된 공동묘지"에서 유서 깊은 매장지를 발견했습니다. 관련 기관이 참여한 신중한
연구와 조정을 통해 빌리지는 향후 연구와 이장을 위해 유골을 발굴하는 작업을
성공적이고 세심하게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념지(Memorial Field for Black Lives), 존 브라운 팜 주
유적지(John Brown Farm State Historic Site), 에섹스 카운티

우수 역사 유적지 해석 및 공공 참여
비영리 단체 존 브라운 생애!(John Brown Lives!)와 협력하여, Karen Davidson Seward
작가는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살해당하고 이번 여름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던
사건을 기리며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념지를 미국에서 진행된 평등을 위한 투쟁을
기억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본 전시는 존 브라운 팜 주 유적지에서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곳은 노예제 폐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폐지론자가 묻힌 곳입니다.

뉴욕주 역사 보존 지원 단체

우수 역사 보존 단체 성과
2020년은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가 전례 없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보존 단체는
세계적인 팬데믹과 격동의 정치가 벌어진 해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분투했습니다.
그들의 독창성, 탄력성 및 창의성은 역사 보존 노력이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이며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데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뉴욕의 역사보존국(Division for Historic Preservation)은 지역사회들이 역사적, 고고
학적, 문화적 자원을 식별, 평가, 보존,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역사보존국은 역사
보존 의식을 고취시키고 뉴욕 주민들에게 뉴욕주의 독특한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유적지 관광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 공공 기관, 교육 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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