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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 (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등재할 26 곳의 후보 유적지 발표
26 곳의 후보 유적지 목록의 상위에 포함된 우드스탁 음악 축제
(Woodstock Music Festival) 공연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역사 보존 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for
Historic Preservation)가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 (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26 곳의 부동산, 자원, 지역의 추가 등재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 유적지들은 유명한 우드스탁 음악 축제 (Woodstock Music Festival)
공연장에서부터 나이아가라의 거대한 수력 발전소, 시러큐스의 로마네스크 부흥 교회
(Romanesque Revival church)에 이르기까지 뉴욕주의 놀랄 만한 범위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역사는 이 나라의 역사이며 우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중요한 사건 현장을 보존 할 방법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유적지들은
뉴욕주의 풍부한 문화 유산이 뉴욕주 모든 지역으로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문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보존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ose Harvey,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 유적지들로 뉴욕의
역사를 형성한 다양한 힘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유적지들을 등재하는 일은
이 유적지들이 우리의 과거로부터 당연히 인정받고 지원받았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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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들이 역사관련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주택
개조에 뉴욕주 전 지역에서 1,200 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동안, 뉴욕주 역사보존
사무국 (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에서 관리하는 실적에 자극을 받아 국가
유적지 등록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5 년에 뉴욕주 전 지역에 5 억 5 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 (State and National Registers)는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물 및 현장, 건축, 고고학, 뉴욕주와 미국의 문화 등의 공식 목록입니다. 국가

유적지 등록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는 12 만 곳 이상의 역유적인 건물,
구조물, 장소 등이 개별적으로 혹은 역유적인 구역의 구성 요소로 존재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 지역 사회 조직들이 추천받은 유적지들을
후원했습니다.
추천된 곳들이 뉴욕주 역사 보존 담당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유적지
등록부 (New York State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가
유적지 등록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추천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추천 장소들의 더 많은 정보와 사진은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유적지 명단:
미드 허드슨
우드스탁 음악 축제 공연장 (Woodstock Music Festival Site), 베델 - 1969 년 8 월 설리번
카운티 농촌의 600 에이커에 달하는 농경지에서 공연된 3 일간의 이 음악 및 예술 축제는
20 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문화 및 사회적 행사 중 하나의 장소로서 사회 역사상
국가적으로 중요합니다.
DuBois 농가 (DuBois Farmhouse), 포키프시 - 1770 년 경에 지어졌으며 1956 년에 전기
설비와 최고급 부엌 설치 등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개조되었습니다. 이 농가는
Eisenhower 대통령의 신축 주택 공사 보다 기존 재고 주택의 재활용에 중점을 두는
새로운 정책인 “주택 개조 작전 (Operation Home Improvement)”의 모델 하우스가
되었습니다.
군인 추모 분수 및 공원 (Soldiers’ Memorial Fountain and Park), 포키프시 - 이 공원은
1870 년에 공원 용지를 구입하여 이 지역의 남북전쟁 참전용사들 및 전사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함께 뭉친 지역사회 리더들이 만들었습니다.
Onderdonck-Tallman-Budke 저택 및 Vanderbilt-Budke-Traphagen 저택, 클락스타운 Onderdonck 저택 (Onderdonck House)은 록랜드 카운티에서 가장 오래된 사암 저택 중
하나로 간주되며, Traphagen 저택 (Traphagen House)의 가장 초기 부분이
1820 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반면에, 1790 년대 초기에 접지 자국 및 이단 맞배 지붕
(gambrel-roofed) 양식을 선보이며 광범위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도 지역
블리커 경기장 (Bleecker Stadium) 및 스윈번 공원 (Swinburne Park) 올버니 1860 년대의 관상용 화훼 정원의 조성에서부터 뉴딜 시대 (New Deal-era)의 저수지를
블리커 경기장 (Bleecker Stadium)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하여 1969 년 스윈번 공원
(Swinburne Park) 스케이트 링크 완공까지 이 레크리에이션 센터는 1 세기 이상
개발되었습니다.

노만스키 농장 (Normanskill Farm), 올버니 - 올버니 지도층의 후손들이 소유해 온 이
농장은 Main House (메인 하우스) (1806 년경에 건축됨), Mill Tenement 주택 (Mill
Tenement house) (1830 년경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짐), 건초 헛간 (Hay Barn)
(1875 년경에 지어짐), 메인 헛간 (Main Barn) (1912 년경 최첨단 낙농 헛간으로 지어짐)
등 4 개의 주요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링컨 공원 (Lincoln Park), 올버니 - 올버니시는 1890 년 마틴빌 (Martinville)이라고 알려진
비위생적인 인근 지역을 공원으로 교체하기 위해 공원 조성을 승인했습니다. 이 공원은
오늘날 조경사 Charles Downing Lay 가 1913 년 개발한 순환 및 조경 계획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에는 1930 년대 식민지 복고 양식의 대중목욕탕이 있습니다.
John S. Tilley 사다리 회사 건물 (John S. Tilley Ladders Company building), 워터블리트
- 이 1916 년 공장 건물은 워터블리트에서 1855 년부터 운영되어 2004 년에 운영을
중단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다리 제조업체의 본사였습니다.
센트럴 뉴욕
남부 장로 교회 (South Presbyterian Church), 시러큐스 - 1907 년 개관한 이후, 원래 모습
그대로의 이 대형 로마네스크 부흥 (Romanesque Revival) 교회는 웨스트 콜빈
스트리트와 사우스 살리나 스트리트의 길 모퉁이에 우뚝 솟은 채로 보존되어 왔습니다.
레이크뷰 공동묘지 (Lakeview Cemetery), 스캐니아틀레스 - 확장하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초기 매장지와 대규모 공동 묘지가 결합된 이 공동 묘지는
1871 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유명한 군인 및 선원 추모비 (Soldiers and Sailors
Monument) 및 고딕 분위기 (Gothic-style)의 예배당은 1895 년과 1926 년에 각각
추가되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Watrous Peck 저택 (Watrous Peck House), 웨스트 블룸필드 - 뉴 잉글랜드 식민지 (New
England Colonial) 양식 농가의 훌륭한 사례는 혁명 이후 더 크고 보다 생산적인 농지를
찾고 있던 뉴 잉글랜드 서부 이주민의 일원이었던 Watrous Peck 이 1803 년경에
지었습니다.
워털루 다운타운 역사 유적 지구 (Waterloo Downtown Historic District), 워털루 - 이
마을의 유명한 유적지를 새로운 세기에도 유지하기 위해 오래된 건물을 차후 용도 변경
및 업데이트해야 하는 마을의 이 역사적인 핵심 지구는 1850 년부터 1880 년 사이에
개척자 정착촌에서 제분소 및 제조 타운에서 상업 센터로 변모하는 워털루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월워스의 제일 감리 성공회 (First Methodist Episcopal Church) - 오늘날 월워스 연합
감리 교회 (Walworth United Methodist Church)로 알려진 이 건물은 1872 년에 교회
건축이 시작된 이후, 예배를 위한 모임 장소 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롱아일랜드
브리지햄프톤 장로 교회 (Bridgehampton Presbyterian Church), 브리지햄프톤 1842 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연방/그리스 부흥 (Federal/Greek Revival) 양식은
1660 년대에 형성된, 신자들을 모시는 세 번째 연속된 교회 건물입니다.
뉴욕시
오퍼맨 빌딩 (Offerman Building), 브루클린 - 풀턴 스트리트 (Fulton Street)에
1889 년에서 1893 년 사이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로마네스크 부흥 (Romanesque
Revival) 양식의 백화점은 브루클린의 소매 지구의 개발과 성공의 중심이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성공적인 세입자는 1924 년에서 1979 년까지 영업한 마틴 백화점
(Martin’s Department Store) 이었습니다.
실버레이크 공동 묘지 (Silver Lake Cemetery), 스태튼 아일랜드 - 1892 년까지 매장이
이루어진 이 공동 묘지는 장례비 보험 조합 또는 유대교 회당에는 속하지 않지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장례식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 단체인 히브리인
자유 매장 협회 (Hebrew Free Burial Association)가 설립한 최초의 공동 묘지입니다.
노스 컨트리
달러 아일랜드 캠프 (Dollar Island Camp), 인랫 -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중 이
소박한 Adirondack 캠프는 현지 가이드와 호텔 관리자가 코네티컷 주 뉴 헤이븐의 치과
의사를 위한 별장으로 1885 년에 Fourth Lake 섬 (Fourth Lake island)에 지었습니다.
헨리의 차고 (Henry's Garage), 포트 헨리 - 원래는 말과 차량 대여 사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911 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곧 초기 자동차 쇼룸, 서비스
차고, 자동차 보관 시설로 사용되기에 적합해졌습니다.
서던 티어
필립스-매닝 저택 (Phillips-Manning House), 코번트리 - 1840 년경에 지어졌습니다.
상당히 원래 모습을 간직한 그리스 부흥 양식 (Greek Revival-style)의 이 주택은 타운
역사상 저명한 두 가문 즉 필립스 가문과 매닝 가문의 저택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헨리 휘트니 저택 (Henry Whitney House), 휘트니 포인트 - 이 손상되지 않은 이탈리아
양식 농가의 전형은 1855 년에 마을을 세운 가문들 중 한 가문의 일원인 Henry
Whitney 가 지었습니다. 1960 년대 후반까지 운영이 가능했던 한때 200 에이커 면적의
농장에서 유일하게 보존되는 부분입니다.
웨스턴 뉴욕
레이크뷰 애비뉴 역사 유적 지구 (Lakeview Avenue Historic District), 제임스 타운 19 세기 초반 한 때 거친 시골 길이었던 곳을 따라 펼쳐졌던 장소가 계획적으로 우아한
주거지 거리로 변모한 이 지구는 주로 주거지인 부동산 219 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entholatum 회사 건물 (Mentholatum Company Building), 버펄로 - 4 층 강화 콘크리트
채광 공장 건물은 1919 년에 지어졌으며, 나중에 멘톨 기반의 건강 및 미용 제품
제조업체인 Mentholatum Company 의 본사로 사용하기 위해 1947 년과 1966 년에 추가
공사를 했습니다.
성 리마의 로사 로마 카톨릭 교회 복합 단지 (St. Rose of Lima Roman Catholic Church
Complex), 버펄로 - 이 교구는 북부 버펄로 전차가 닿는 교외 지역으로 이주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926 년에 형성되었습니다. 제 2 차 세계 대전 (World War II)
이후 이 지역사회가 빠르게 성장한 후인 1965 년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구 (St. Thomas Aquinas Parish), 버펄로 - 1920 년에 형성된 이
교구에는 1922 년에 지어진 교구 학교, 1928 년에 지어진 교구 목사관, 교구 지역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첫 번째 교회를 대체한 1949 년에 지어진 새로운 대규모 교회가
포함됩니다.
나이아가라 전력 프로젝트 역사 유적 지구 (Niagara Power Project Historic District),
나이아가라 카운티 – 1958 년부터 1969 년 사이에 뉴욕주 전력청 (Power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이 건설한 2,589 에이커 규모의 엔지니어링 기술은 개인 소유의 수력
발전소들을 교체했으며 웨스턴 뉴욕 전력 생산의 본질과 규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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