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9년 12월 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9년 뉴욕주 역사보존상(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 수상자 발표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된
추가 12개 유적지 후보 지명
보존상과 등재 후보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네덜란드 건축, 시민권 운동기,
가스라이트 시대를 보존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네덜란드 식민지 정착에서 시민권(Civil Rights) 운동
기간에 이르기까지 주 역사를 보존 목적으로 하는 10개의 프로젝트가 2019 뉴욕주
역사보존상(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s)을 수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전역의 십여 개 장소가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 등재 후보지가 되었으며, 승인을 받게 된다면 소유주들은 세금 공제와
지원금은 물론 복원 프로젝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수세기에 걸쳐 다양한 역사로 정의되는
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독특한 건축물과 부지에서보다 이러한 역사를 더욱
잘 관찰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 역사보존상 수상자 및 등재 후보지는 자랑스럽게
수없이 많은 뉴욕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를 미래에도 보존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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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립공원(State Parks)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 보존은
우리 도시, 마을과 지역에 재투자와 활력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해의
수상자들은 문화재 보존을 뉴욕에서 지역사회 재생, 경제 발전, 고용 성장 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만드는 데 기여한 보기 드문 헌신, 노고, 강력한 파트너십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2019 뉴욕주 역사보존상(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s)
올해의 2019 뉴욕주 역사보존상(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s)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티더불유에이 호텔(TWA Hotel), 제이에프케이 공항(JFK Airport) (뉴욕시)

건물 유적 우수 복원
더 티더블유 호텔(TWA Hotel)은 1962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인 Eero Saarinen이
설계하고 2001년에 문을 닫은 전 트랜스 월드 항공(Trans World Airlines) 터미널은
512개 객실이 있는 현대적 호텔로 바꾸었습니다. 해당 호텔은 50,000 제곱피트의
이벤트 공간, 10,000 제곱피트의 전망대 데크 및 수영장, 10,000 제곱피트의 피트니스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개장한 이 프로젝트는 또한 록히드
콘스텔레이션 L1649A(Lockheed Constellation L1649A) "스타라이너(Starliner)"
항공기를 칵테일 라운지로 활용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사용된
여객기로, 전 세계에 단 4대만이 남아있습니다.
마샬 비체 하우스(Marshall Bice House), 쇼하리 빌리지(모호크 밸리)

건물 유적 우수 복원
허리케인 아이린(Hurricane Irene)으로 인해 홍수가 발생한 후, 19세기 이탈리아
스타일의 저택이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되었습니다. 또한 역사적인 보존세
공제를 활용하여 상업 공간과 아파트로 복원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방치 후
2017년 국가 등록부(National Register)에 등재되었습니다.
코이맨스 스톤 하우스(Coeymans Stone House), 코이맨스 빌리지(주도 지역)

건물 유적 우수 복원
이 네덜란드 남작 매너 하우스(Dutch Baronial Manor House)는 그 역사가 약 17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거의 50년간의 역사적으로 정확한 복원 작업을 거쳐 현재의
그루지야 양식으로 재건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목재 프레임, 잼없는 벽난로,
플랑드르 본드 벽돌과 집의 원래 "와틀과 멍청이" 벽의 보존이 포함됩니다.
리베르타드(Libertad(구 존스 법원 공공 주택(Jones Court Public Housing))),
엘미라(서던 티어)

건물 유적 우수 복원
1953년에 만들어진 이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는 91 가구의 저렴한 주택으로
재건되었으며, 노숙자인 퇴역 군인을 위해 20 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과거 존스

법원(Jones Court)의 공공 주택은 엘미라에 정착하여 다른 사람들이 지하 철도를 통해
탈출하도록 도왔던 노예 출신의 John W. Jones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은 20년 동안 비어있었습니다.
이니스프리(Innisfree) 밀브룩(허드슨 밸리)

우수 역사 기록
이니스프리(Innisfree)는 더체스 카운티 시골 지역에 위치한 150 에이커 규모의 공공
정원으로 1993년 사망하기 전 60년동안 이 부지를 형성한 마스터 조경 건축가 Lester
Collins의 비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온전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조경 중
하나인 이니스프리(Innisfree)에서는 일본, 중국, 모던, 생태 디자인 원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니스프리(Innisfree)는 1930 년대에 Walter 및 Marion Beck에 의해
개인 정원으로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올해에 등재되었다.
컬러드 뮤지션스 클럽(Colored Musicians Club), 버팔로시 (웨스턴 뉴욕)

우수 역사 기록
1917년에 설립된 컬러드 뮤지션스 클럽(Colored Musicians Club)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음악가 클럽 중 가장 오래된 클럽 중 하나였으며 초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음악가 연합인
버펄로 로컬 533(Buffalo Local 533)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 단체는 버팔로의 음악
공동체 내의 인종차별과 차별 정책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었습니다. 컬러드 뮤지션스
클럽(Colored Musicians Club)은 Duke Ellington, Ella Fitzgerald, Louis Armstrong, Nat
"King" Cole, Miles Davis, Cab Calloway 등의 유명 아티스트들의 공연이 열리던
곳입니다.
James H. Johnson 역사 자원 조사 건축물(Architecture of James H. Johnson
Historic Resources Survey) (핑거 레이크스)

우수 역사 기록
이 설문 조사는 1957년부터 2016년 사망까지 이 지역에서 근무한 로체스터 출신의
건축가 James H. Johnson의 경력과 건물을 기록합니다. 그는 많은 독특한 공공, 개인 및
종교 건물을 설계하였으며, 자유롭게 흐르는 곡선 모양을 선호했고, 이후에는 기하학적
지향의 변형을 추구했습니다.
뉴욕시 주택관리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과의 프로그램 계약

우수 역사 보존 및 환경 컨설팅
뉴욕시 주택관리청(New York City Housing Authority)은 국가 유적 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검토에 대한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해 주립 공원(State

Parks)과 협력했습니다. 주택관리청(Housing Authority)은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현재 등재되어있는 30여개의
도시 주택 프로젝트에 관여했습니다.
와이오밍 빌리지 가스 라이트(Village of Wyoming Gas Light) 복원 (핑거 레이크스)

우수 역사 보존 환경 컨설팅
19세기 후반부터 원래의 천연 가스 가로등을 사용해온 와이오밍의 작은 빌리지는
현대적인 가스 가로등을 통해 21세기로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스라이트
빌리지(Gaslight Village)"로 널리 알려진 이 빌리지는 도로를 가스 조명으로 밝힌 시대를
보전한 마지막 세대 중 하나입니다. 교체 프로젝트는 주립 공원(State Parks) 보조금이
지원했습니다.
색 하버 힐스(Sag Harbor Hills), 아저스트, 니네바 운영위원회(Azurest & Ninevah
Steering Committee) (롱 아일랜드)

우수 역사 보존 단체 성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은 약 4년 동안 색 하버 힐스(Sag Harbor Hills),
아저스트(Azurest), 니네바(Ninevah) 지방 사적 지구(Subdivisions Historic District)를
국가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2019 등재지에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지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전문가와 그 가족이 만든 여름
커뮤니티로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 지구는 서퍽 카운티 새그 하버 빌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 후보지
올해의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 등재
후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Sanford W. 및 Maude Smith 하우스(Sanford W. and Maude Smith House),
채텀(주도 지역)
약 1875년에 지어졌으며 1906년에 광범위한 리모델링을 거친 이 주택은 주 상원의원
법무부 차관, 주 법원 판사 및 주 대법원 판사를 역임한 Sanford W. Smith의 자택입니다.
Ezra A. Huntington 하우스(Ezra A. Huntington House), 오번(주도 지역)
영향력 있는 19세기 성직자 Ezra A. Huntington은 오번 신학회(Auburn Theological
Seminary)의 핵심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1861년 거주했던 곳은 백 년이 넘도록 넘게
오번의 중요한 건축물이었던 신학회 건물로, 현재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Merrell-Soule 넌 서치 분쇄육 공장(Merrell-Soule None Such Mincemeat Factory),
시러큐스(주도 지역)
그 역사가 1904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공장 단지는 20세기 초 시러큐스의 산업
다각화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81년까지 유명 통조림 분쇄육 제품이 이 공장에서
생산되었습니다.
Daniel 및 Minerva DeLand 하우스(Daniel and Minerva DeLand House),
페어포트(핑거 레이크스 지역)
원래 1856 년에 지어졌으며 1867년에 개선 공사를 진행한 이 주택은 가정용 베이킹에
혁명을 일으킨 알러투스(aleratus), 베이킹 소다 및 베이킹 파우더를 생산하는 공장을
소유했던 DeLand 가족의 가족 거주지입니다.
어코드 역사 지구(Accord Historic District), 어코드(미드 허드슨 지역)
어코드 역사 지구(Accord Historic District)는 1828년에 미국에서 완성된 최초의 운하 중
하나로 개관된 델라웨어 허드슨 운하(Delaware & Hudson Canal)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1902년에 운하를 따라 철도 노선이 개통했을 때 철도 허브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브로드 웨이 역사 지구(Broadway Historic District) 몬티첼로(미드 허드슨 지역)
남부 캐츠킬에 위치한 설리반 카운티의 상업 중심지인 몬티첼로는 20세기 상반기에
유태인 뉴욕 주민들의 여름 휴양지로 번창했습니다. 이 지역은 유태인 뉴욕 주민들이
즐겼던 대규모 호텔, 보딩하우스 및 별장 식민지로 유명한 주이시 캐츠킬(Jewish
catSkills) 또는 보르시 벨트 (Borscht Belt)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코너스톤 침례교회(Cornerstone Baptist Church(전 루이스 애비뉴 수녀회 교회(Lewis
Avenue Congregational Church))), 브루클린(뉴욕시)
주일 학교와 교회는 각각 베드 포드-스타이버선트 지역의 주거 개발의 절정이른 시기인
1889년과 1893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코너스톤 침례 교회(Cornerstone Baptist
Church)는 브루클린에서 가장 중요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 중 한 곳에서 나타난
역사적인 특징이었습니다.
내셔널 헤드쿼터스(National Headquarters),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 170 W. 130th St. (뉴욕시)

1884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1963년 약 25만 명이 참가한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의 계획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1963년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March on Washington for Jobs and
Freedom)은 당시 미국 역사 상 최대규모의 시민권 운동이었습니다.
노스 길포드 묘지(North Guilford Cemetery), 노스 길포드(서던 티어)
이 1 에이커 규모의 묘지에는 4명의 혁명 전쟁(Revolutionary War) 참전 용사, 5명의
남북 전쟁(Civil War) 참전 용사, 1812년의 전쟁 참전 용사 1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
묘지는 크란달(Crandall School) 조각가들의 작품을 담고 있는 19세기 초반 12장의 무덤
표지 컬렉션으로도 유명합니다.
버펄로 공립학교 #78(PS 78), 버펄로(웨스턴 뉴욕)
1928년에 지어진 과거 초등학교 건물은 버펄로의 켄싱턴-베일리 지역의 인구 증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1920년 18,000명에서 1930년 49,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엠파이어 워스티드 밀스(Empire Worsted Mills), 제임스타운(웨스턴 뉴욕)
수백명의 사람들이 19 세기 후반과 20 세기 초 동안 엠파이어 워스티드 밀스(Empire
Worsted Mills)에서 근무했습니다. 제분소는 1955년 폐점하였습니다.
Forsyth-Warren 농장(Forsyth-Warren Farm), 캠브리아(웨스턴 뉴욕)
그 역사가 1808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선술집 겸 농가는 웨스턴 뉴욕 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 중 하나이며 19세기 초 나이아가라 카운티에 정착하려고 했던 홀랜드
랜드 컴퍼니(Holland Land Company)의 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뉴욕주의 역사보존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은 주립 공원(State Parks)의 한
부서로, 지역사회들이 역사적, 고고 학적, 문화적 자원을 식별, 평가, 보존,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 역사 보존 책임자의 권고가 승인되면 해당 건물은 뉴욕주 역사 보존 등록부(New
York State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됩니다. 유적지는 그 후 국가 역사 보존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등재 후보지가 되며, 검토한 후 승인을
받으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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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은 매년 7,400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250곳이 넘는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골프 코스,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뉴욕주립공원(New York State Parks)은 공원 및 방문객 지출로 매년 50억
달러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으로 약 54,000 개의 일자리와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 주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레크리에이션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518-474-0456으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www.parks.ny.gov를 방문하십시오. 또는 페이스북에서 저희와 연결을
하시거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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