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16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립 및 국립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를 추천하는 20 곳의 후보지 발표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미국 연방 수사국(FBI)의 비밀 라디오 방송국으로 사용된 

롱아일랜드의 웨이딩 리버 라디오 스테이션(Wading River Radio Station) 유적지로 추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유적지 보존 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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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toric Places)에 20 곳의 부동산, 자원, 구역 등의 추가 등재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천된 후보지는 뉴욕 역사의 놀라운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지에는 미국 연방 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FBI)의 비밀 라디오 

방송국,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로 사용되고 있는 항공 역사의 랜드마크적 건물, 1900년대 

초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버펄로로 전기를 송전하는 데 사용된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행정부는 지역사회가 이 위대한 주의 역사를 

보존하는 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랜드마크 건물들을 후보지로 

추천하여, 뉴욕은 지역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의 유서 깊은 건물들을 

보존하면서 경제 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립 및 국립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목록에 등재될 경우, 건물 재건축으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 보조금과 주 및 연방 역사관련 재건 세금 

공제 등의 다양한 공공 보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에 주지사가 주정부의 재건 세금 공제(rehabilitation tax 

credits)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후, 주정부 및 연방 정부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상업용 부동산에 3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추진해왔습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립 및 국립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Historic Registers) 상의 등재는 이 자산들의 보존과 개선을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독특한 장소들을 보호하여 뉴욕주 전 지역에서 경제 성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주립 및 국립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는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 및 현장, 건축, 고고학, 뉴욕주와 미국의 문화 등의 공식 목록입니다. 국립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는 12만 곳 이상의 역사적인 건물, 

구조물, 장소 등이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구역의 구성 요소로 존재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 지역 사회 조직들이 추천받은 유적지들을 

후원했습니다.  

  

주도 지역  

• Copeland Carriage Shop, 에딘버그 - 농촌의 소규모 제조 공장으로 

지금까지 보존되어온 놀라운 이 건물은 Arad Copeland와 Leonard 

Copeland 형제가 1830년 경에 세웠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Spencertown Historic District, 스펜서타운 - 컬럼비아 카운티의 이 작은 

마을은 19 세기 농촌 타운의 중심부가 온전히 보존된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이 마을은 푼싯 크릭의 소규모 방앗간 및 제재소 주변에 

세워지면서 코네티컷주 하트 포드와 올버니를 연결하는 콜로니얼 

하이웨이(Colonial highway)를 따라 마을의 틀을 잡아갔습니다. 

• Austerlitz Historic District, 오스터리츠 - 37 곳의 부동산이 모여 있는 이 

구역에는 18 세기 후반부터 1870년까지의 주택들과 더불어 교회, 호텔, 

학교 건물, 대장간 가게, 공동 묘지 2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은 

일반적으로 Austerlitz 가족의 출신 지역인 사우스웨스턴 뉴잉글랜드의 

건축 양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 Edith B. Ford Memorial Library, 오비드 - 1961년에 지어진 작은 1 층 

건물은 현대 건축의 새로운 형식주의자(New Formalist) 양식의 전형적인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자선 사업가이자 퇴직한 수학 교수인 Walter 

B. Ford 박사가 자신의 아내를 추모하며 남긴 선물이었습니다.  

  

롱아일랜드  

• Hempstead Town Hall, 헴스테드 - 식민지 부흥 양식의 건물과 현대적 

양식의 건물 및 경관이 상호 연결된 이 복합 단지는 1918년에 지어진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운이 성장하면서 도시 건물 유행 양식의 변화가 

반영된 건물들이 1929년과 1950년에 추가되었습니다.  

• Mitchel Field and Flight Line, 가든 시 - 1929년과 1935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현재 나소 커뮤니티 칼리지(Nassau Community College)로 



 

 

사용되는 이 부지는 제 1차 세계 대전(World War I)에서 냉전(Cold War) 

시대 초기까지 가장 큰 규모의 가장 중요한 미국 군사 항공 기지였습니다. 

역사적인 수많은 비행 기록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 Sisters of St. Joseph Motherhouse, 브렌트우드 - 가톨릭 종교 

수녀단(Catholic religious order of nuns)은 1896년에 이전 호텔 부동산을 

인수해서 수도원, 예배당, 학교, 대학교 등으로 개발했습니다. 이곳은 또한 

40년 동안 세인트 조셉 자매단(Sister of St. Joseph)의 신도 회장(General 

Superior of the Congregation), 32 곳 이상의 학교, 2 곳의 칼리지, 2 곳의 

병원을 설립한 동시대의 탁월한 여성 지도자인 마더 루이스(Mother Mary 

Louis)(Catherine Crummey, 1848-1932)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그녀는 

211 에이커 규모의 수도회 본부(motherhouse) 부동산의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 Wading River Radio Station, 웨이딩 리버 - 이 여름 별장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연방 수사국(FBI) 라디오 방송국으로서 비밀 업무를 

수행하여 미군 역사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사의 방송 

기사들은 나치 정부를 혼란스럽게 하고 호도하여 가치있는 반스파이 활동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독일 요원으로 가장하여 활동했습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  

• Crane House, 미들타운 - 1897년에 Anne 여왕 시대 양식의 이 주택을 

Crane 가족이 지었습니다. Crane 가족은 이 부지에서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번창한 유제품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 Haines Family Cemetery, 헤인즈 폴스 - 이 공동 묘지의 주요 특징은 

1884년에 Aaron Haines (1802-1883)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오벨리스크입니다. 이 공동 묘지는 19 세기 캐츠킬 관광 산업의 개척자였던 

그의 직계 대가족 구성원들이 마지막으로 잠들었던 묘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Pilgrim Furniture Factory, 킹스턴 - 전국적인 자재 부족으로 인해 연방 

정부의 승인을 얻어 1946년부터 48년 사이에 건설된 이 공장은 제 2차 

세계 대전(World War II) 후 킹스턴 지역에서 최초로 지어진 현대풍 

공장이었습니다.  

  

모호크 밸리  

• Daniel Webster Jenkins House, 제너럴 브리지 - Jenkins를 위해 Anne 

여왕 양식으로 1884년에 건설되었습니다. Jenkins는 1868년에 철도가 

개통되어 1901년 사망할 때까지 올버니 앤드 서스케하나 철도(Albany & 

Susquehanna Railroad)를 위한 철도 역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타운 



 

 

감독관이자 쇼하리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Schoharie County Board of 

Supervisors)의 위원장이었습니다.  

• St. Johnsville Village Historic District, 세인트 존스빌 - 풍부한 수력을 

가진 짐머맨 크릭스와 모호크 밸리의 선형 교통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빌리지는 18 세기 팰러타인 지역사회에서부터 철도 

빌리지, 증기 동력의 제분소 타운 , 전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개발되었습니다.  

  

뉴욕시  

• The Wilbraham, 맨해튼 - 1888년부터 1890년 사이에 지어진 이 8 층 

규모의 로마네스크 복고 양식의 독신자 아파트식 호텔은 19 세기 후반에 

급속하게 도시화되는 미국의 변화하는 인구 구성에 적합하게 설계된, 신흥 

주택 유형으로는 잘 보존된 사례입니다.  

  

노스 컨트리  

• First Baptist Church, 오그덴스버그 - 1830년부터 1833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수 차례 개조된 이 교회는 오그덴스버그 시민들의 영적인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또한 1931년에서 1944년 사이에 

오그덴스버그 주민 Harry James Horwood가 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 창 

수집품으로 독특한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 Gooley Club, 에섹스 카운티 및 해밀턴 카운티 - 이 클럽은 1947년부터 

최근까지 핀치 프륜 앤드 컴퍼니(Finch Pruyn & Company)로부터 에섹스 

카운티 레이크스(Essex Chain Lakes) 주변의 15,000 에이커를 임대했던 

애디론댁 사냥 및 낚시 클럽의 전형입니다.  

  

서던 티어  

• Tibbetts-Rumsey House, 이타카 - 1880년의 이 주택은 이타카의 중요한 

두 가족의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페인트 공장의 소유자인 Tibbetts 

가족은 1966년까지 이 주택을 소유했던 철물점 소유자 Rumsey 가족에게 

1885년에 팔기 전까지 이 주택의 첫 번째 입주자였습니다.  

  

웨스턴 뉴욕  

• Buffalo General Electric Company, 버펄로 - 1906년부터 1923년 

사이에 지어진, 나이아가라 리버(Niagara River)와 캐나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단지는 지역과 나라를 영원히 바꿀 수 있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발전소를 개발한 초기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버펄로로 송전한 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 New York Central Black Rock Freight House, 버펄로 - 뉴욕 센트럴 

철도(New York Central Railroad)가 1906년에 지은 이 건물은 1960년대 

초까지 화물 운송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교통 수단이 

철도를 대체했기 때문에 한때 흔히 볼 수 있었던 유형의 건물이 철거된 

지금은 드문 사례입니다.  

• Seippel Bakery and Richard Apartments, 나이아가라 폴스 - 두 단계로 

지어진 건물의 원래 제과점 부분은 1913년으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50년 동안 나이아가라 폴스에서 영업을 한 시플 베이커리(Seippel 

Bakery)가 자리잡았던 곳입니다. 1926년에 리치먼드 아파트먼트(Richard 

Apartments)와 아파트 정면의 상점 2 곳이 추가로 지어졌습니다.  

  

추천한 곳들이 뉴욕주 역사 보존 담당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유적지 

등록부(New York State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립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추천됩니다. 국가에서 검토한 후 

승인을 받으면 국립 등록부(National Register)에 등재됩니다. 추천 장소들의 더 많은 

정보와 사진은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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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취소 
 

http://nysparks.com/shpo/national-register/nominations.aspx#_blank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https://it.cwnls.com/app/itpage.nsf/unsubscribe.xsp?action=unsubscribe&id=1100PRES2E8CE43B6F21690585258252006054BA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