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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를 추천하는 27개의 후보지를 

발표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역사 보존을 위한 뉴욕 주 위원회가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 등재를 위한 27개의 후보지, 자원, 지역을 추가로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추천 장소들은 1904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국가적으로 중요한 집에서부터 최초의 

흑인 대학 사교 클럽의 발상지와 Jell-O를 시장에 출시한 사업가의 여름 별장에 

이르기까지 뉴욕 주 역사의 폭이 대단히 넓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뉴욕 주의 역사는 우리 나라의 역사입니다” 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랜드마크들은 뉴욕 주의 풍부한 문화 유산으로 가치가 있고, 잘 유지하고 보존해서 

미래의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돕는데 주와 국가 사적지로 등록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Rose Harvey 뉴욕 주 공원 휴양지 사적 보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추천 

장소들은 뉴욕 주의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를 기념하는 곳들입니다. 추천 장소들을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하게 되면 그 곳들이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지역 사회 토대의 

일부분으로 남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추천 장소들은 뉴욕 주의 다양한 역사를 인식하는 일환으로 Cuomo 주지사님의 

열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근에, 주지사님은 LGBT 지역사회와 Orlando의 희생자들과 

증오, 편협성, 폭력의 모든 희생자들을 기리는 새로운 기념물의 설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뉴욕 시에 제공하기 위해서 새로운 LGBT 기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현대 LGBT 권리 운동의 발상지이자 뉴욕 주 유적지로 전설적인 Stonewall Inn을 

지정했습니다. 독특한 Greenwich Village 바와 선술집 그리고 1960년 후반에 그 곳에서 

발생한 폭동들은 나중에 뉴욕의 결혼 평등, 성전환자들을 보호하는 국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정 조치, 성적지향 전환치료를 금지하는 규정을 이끌어 내는 국가적인 

운동을 촉발시켰습니다.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 

 

주와 국가 등록부 목록은 건물 재생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signs-executive-order-establish-lgbt-memorial-commission-monument-honoring-fight


보조금과 주 및 연방 역사관련 재활 세금 등의 다양한 공공 보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 역사보존실에서 관리하는 주 및 연방 역사적 

건조물 재이용 상용 세액 공제에 힘입어, 개발업자들은 2015년에 뉴욕 주 전역에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실린 부동산을 재개발하는 한편, 주의 

역사적인 집주인 건조물 재이용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웃 지역들의 재개발을 돕기 위해 뉴욕 주 전역에서 주택 개량에 천 2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였습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는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사물, 뉴욕 주와 국가의 역사, 건축, 고고학 

및 문화에 중요한 장소에 대한 공식 목록입니다.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는 120,000개 

이상의 역사적인 건물, 구조 및 장소가,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구역의 구성 요소로 

존재합니다. 주 전체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의 조직은 추천받은 

유적지들을 후원했습니다. 

 

추천된 곳들이 주의 역사 보존 담당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 주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추천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추천 장소들의 정보와 사진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보존 웹사이트에서 더 보실 수 있습니다. 

 
NEW YORK CITY 
 

Bronx 카운티 

 

Fort Independence Historic District, Bronx – 이 지역은 유명한 조경 건축가 Frederick 

Law Olmsted에 의해서 1877년에 언덕이 많은 지형에 배치된 구불구불한 특이한 

거리계획에 따라 많이 설계 건축된 20세기 초 주택 컬렉션에 대해서 주목해볼만 합니다. 

 

Kings 카운티 

 

The Bushwick Avenue Central Methodist Episcopal Church, Brooklyn – 1900년과 

1912년 사이에 완성된 이탈리아 르네상스 부흥 양식의 이 교회는 교회가 다양성을 

대단히 존중하여 다양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동등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시기인 

Bushwick 이웃의 역사에서 번영의 기간 동안에 건축되고 확장되었습니다. 

 
LONG ISLAND 
 

Nassau 카운티 

 

The Church of Our Lady of Kazan, Sea Cliff – 이 교회는 바다 절벽과 Glen Cove, Locust 

Valley, Great Neck, Little Neck의 지역사회 근처로 이민온 세계 1, 2차 대전의 난민인 

35개의 러시아 가족 그룹에 의해서 1942년에 설립되고 건설되었습니다. 

http://nysparks.com/shpo/national-register/nominations.aspx


Suffolk 카운티 

 

The Benner-Foos- Ceparano Estate, Poquott – 1893년에서 1895년 사이에 novel 

bowed 디자인으로 지어진 이 Shingle-양식 집은 저명한 Charles Benner 뉴욕 시 

변호사를 위해서 여름 별장으로 지어졌습니다. 

 
HUDSON VALLEY 
 

Dutchess 카운티 

 

Haxtun-Tower House, Hopewell Junction – 독특한 그리스 부흥 양식의 이 집은 1850년 

경에 성공한 농부인 William Haxtun이 지었고, 1870년 경 지역 철광석 업계의 중역인 

Albert Tower가 확장했습니다. 

 

Ulster 카운티 

 

Alton B. Parker Estate, Esopus – Rosemount로 알려진 1860년에 지어진 이 부동산은 

뉴욕 주 항소 법원의 수석 판사이자 Theodore Roosevelt 가 이긴 1904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Alton B. Parker (1852-1926)와의 관계로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CAPITAL REGION 
 

Albany 카운티 

 
St. Paul’s Evangelical Lutheran Church (Helderberg Evangelical Lutheran Church), 

Berne – 1835년에 완성된, 교회의 전체 규모, 벽돌 건설, 높은 종탑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과도기의 연방-그리스 부흥 양식을 따른 교회는 농촌의 작은 마을에 19세기 건축의 가장 

인상적인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Columbia County 
 

Ancram Hamlet Historic District, Ancram – 이 지역의 건물, 장소, 풍경은 19세기와 

20세기초 사이 동안에 지역의 발전을 반영하는 많은 시골 교차로의 특징과 장소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Rensselaer 카운티 

 

The Newton-Taber-Marvin Farm, Nassau – Worcester와 Massachusetts의 원주민이자 

미국 독립 전쟁의 베테랑인 Abner Newton가 농사를 짓고 있을 무렵, 건축학상 

역사적으로 중요한 농장은 적어도 178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보면 농업 활동과 점유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Saratoga 카운티 

 

Calvary Episcopal Church, Burnt Hills – 고딕 부흥 양식 기독교 건축의 초기 사례가 

1849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처음으로 종교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Schenectady 카운티 

 

The James M. and Eleanor Lafferty House, Niskayuna – 이 1948년에 지어진 현대 

주택은 67개의 특허를 획득하고 칼라 텔레비젼의 개발을 도왔던 발명가인 GE 연구 

센터의 물리학자 James M. Lafferty를 위해서, 미국 가정 부엌의 디자인 혁명을 도왔던 

GE의 부엌 연구소장인 건축가 Victor Civkin가 설계했습니다. 

 
NORTH COUNTRY 
 

Lewis 카운티 

 

The Old Lowville Cemetery, Lowville – Lewis 카운티에서 가장 초기의 묘지 중의 

하나이고, 1812년의 독립 전쟁과 남북 전쟁의 참전 용사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최초 

정착민들의 많은 묘지가 남아 있는 이 공동묘지는 1810년 부터 1933년까지의 이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를 반영합니다.  

 

St Lawrence 카운티 

The Hepburn Library, Lisbon – St. Lawrence 카운티의 주민들에게 7개의 도서관과 

1개의 병원을 선사한 Colton 출신의 성공한 은행가인 Alonzo Barton Hepburn이 수행한 

자선 프로그램의 일환인 이 도서관은 1917년에서 1920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SOUTHERN TIER 
 

Delaware 카운티 

 

The Second Walton Armory, Walton – Walton의 17 대대 33 개별 중대의 근거지인 이 

무기고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과 소위 “위험한 하층 계급”의 두려움과 경외감 사이에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새와 비슷한 양식에 의해 1895년에서 

1897년 사이에 지어졌습니다. 

 

Tompkins 카운티 

 

The Dennis-Newton House, Ithaca – 1869년 경에 지어진 이 집은 미국에서 최초로 

그리스 문자를 사용해서 만든 흑인 대학 사교 클럽인 알파 파이 알파 사교 클럽 조직의 

발상지로 간주됩니다. 

 



FINGER LAKES 
 

Monroe 카운티 

 

Maplewood Historic District, Rochester (경계선이 늘어남) – 1997년 처음으로 등재됨. 

American Foursquare, Queen Anne, Colonial Revival, Craftsman bungalow 주택들의 

건축학상 중요한 지역으로,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에 지어진 432개의 구조물을 

추가하여 경계선이 늘어납니다. 

 

Webster Grange No. 436 (Harmony House), Webster – 이 1899 구조물은 Webster가 

주로 교육, 오락, 사교 모임을 위해 농장 가족들을 데려와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한 

농업 지역사회인 지역 농부 연합 지부의 근거지로 중요합니다. 

 

Austin R. Conant House, Fairport – 후기 고딕 부흥 양식의 이 집은, Erie 운하와 철도 

그리고 Fairport의 유명한 거주민들이 터를 잡고 승계해서 성장한, 목재와 나무 

도정업으로 만들어진 마을에서 건물 붐의 일환으로 1876년에 지어졌습니다. 

 

Wyoming 카운티 

 

The Orator F. Woodward Cottage, Silver Lake – 이 소박한 Queen Anne-양식 별장은 

성공한 기업인인 Orator F. Woodward와 그의 가족을 위한 여름 별장으로 1894년에 

지어졌습니다; Woodward의 제품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었던 음식 제품인 “JELL-O 

집”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WESTERN NEW YORK 
 
Erie County 
 

The Rae Flats and Raleigh Apartments, Buffalo – 1892년과 1896년에 각각 지어진 이 

아파트 건물은 20세기로 접어들 당시 아파트 주거의 진화를 반영합니다. 

 

The Ascension Roman Catholic Church Complex, North Tonawanda – 20세기에 

접어들면서 North Tonawanda에 오면서 증가하는 이민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고, 도시에 세워진 최초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2007년 폐쇄하기 전에 100년 

이상 지역 사회에 봉사했습니다. 

 

Buffalo Public School #63, Buffalo – 표준화된 학교 계획의 훌륭한 사례로 도시의 

북부에서 증가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1917 년에 설계되었습니다. 

 

Depew High School, Depew – 1914년에 처음 지어지고 1927년에 크게 확대된 이 

건물은 1955년까지 고등학교로 사용되었고, 나중에는 초등학교와 행정 사무실로 

사용되었습니다. 

 



The Prospect Hill Historic District, Buffalo – “전차 교외”는 거의 전체가 1860년대와 

1950년대 사이에 지어진 독립주택과 두 가족 주택으로 이루어졌고, Buffalo 이탈리아 

지역사회의 성공한 많은 회원들에게는 가정이었습니다. 

 

St. Teresa’s Roman Catholic Church Complex, Buffalo – 기독교 건물의 중요한 

컬렉션은 1959년에 지은 세계적인 양식의 교구 회관 뿐만 아니라 복합건물에 뿌리를 

내린 1898년의 후기 빅토리아 고딕 양식, 1907년에 지은 학교 건물, 1880년에 지은 

Queen Anne 양식의 교구 목사관을 포함합니다. 

 

The Colonial Flats and Annex, Buffalo – 처음부터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아파트를 찾는 

전문가들을 위해서 1890년에 지어졌습니다. 1901년의 팬 아메리칸 박람회를 위해서 

예상되는 방문객을 위해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함건물은 1896년에 부속건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앙 비지니스 지구를 넘어서 북쪽으로 확장되어온 상업 활동으로 

1926년에는 상업 지역이 추가되었습니다. 

 

The Karnak Flats, Buffalo – 아파트 건물은 식민지 부흥 양식으로 1898년경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교외”생활을 즐기기 위해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고자하는 중산층 

아파트 거주자를 수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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