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7년 12월 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17 년 뉴욕주 역사보존상(NEW YORK 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S) 수상자 발표  

  

역사 보존이 어떻게 경제를 강화하고 뉴욕의 풍부한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프로젝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의 역사적인 명소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보여준 탁월함을 기리기 위한 2017 년 뉴욕주 역사보존상(New York State Historic 

Preservation Awards)을 수상한 뉴욕주 전 지역의 뛰어난 프로젝트 5 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또한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 주년 

기념사업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10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ommission)에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는 것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문화를 보존하며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이 기업과 단체들이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보석들을 찾아서 탐구하도록 뉴욕 주민들을 

독려하며, 우리 주의 독특한 특성을 보존하는 일에 성과를 남긴 올해의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은 

우리의 도시, 타운, 인근 지역에 대한 재투자와 활성화를 촉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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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우리는 또한 여성 참정권 100 주년 기념사업위원회(Women's 

Suffrage 10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ommission)의 공로에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리 운동의 역사를 분명히 설명하고 정부와 우리의 민주적인 과정 

속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확대하려는 위원회의 헌신은 우리 주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1980년에 만들어진 뉴욕주 보존상(state preservation awards)은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이 뉴욕주 역사 및 문화 자원의 보호와 복원에서 탁월한 활동을 기리기 

위해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상들은 올버니 다운타운의 뉴욕주립박물관(New 

York State Museum)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여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마침 여성을 

위한 투표: 뉴욕의 참정권 100 주년 기념(Votes for Women: Celebrating New York's 

Suffrage Centennial) 전시회가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렘의 PS 186/보이스 앤 걸스 클럽(PS 186/Boys & Girls Club)의 거주지, 맨해튼, 뉴욕 

카운티  

1903 년 이탈리아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으로 설계된 PS 186은 해밀턴 하이츠 

지역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1975 년에 이 학교가 폐교된 후, 학교 건물은 지역사회의 

눈에 거슬리는 흉물이 되었습니다. 주정부 및 연방정부 역사보존 세액공제(state and 

federal historic tax credits) 제도의 지원을 받아, 개발 팀과 보이스 앤 걸스 클럽(Boys & 

Girls Club)은 건물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1,000 평방 피트 규모의 

최신식 클럽 하우스를 갖춘 78 가구의 다양한 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용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포키프시 언더웨어 팩토리(Poughkeepsie Underwear Factory), 포키프시, 더치스 

카운티  

포키프시 언더웨어 팩토리(Poughkeepsie Underwear Factory)는 1874 년에 

지어졌습니다. 그 후 여러 제조업체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포키프시에서 동종 업계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 벽돌로 지어진 공장은 20 세기 후반에 빈 

상태로 있었고 재건과 재사용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허드슨 리버 하우징 

주식회사(Hudson River Housing, Inc.)와 주정부 및 지역정부 협력 기관들의 뛰어난 

공헌과 협력 덕분에, 이전의 공장 건물은 활기찬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정부 및 연방정부 역사보존 세액공제(state and federal historic tax 

credits)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성장하고 있는 음식 및 예술계와 함께 

다운타운의 중산층 주류 지역사회의 상업 및 주거 공간의 절묘한 조화를 이룬 

프로젝트입니다. 포키프시 언더웨어 팩토리(Poughkeepsie Underwear Factory)는 

저렴한 주택, 훈련 및 일자리 기회,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언제나 사용 가능한 

지역사회 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해 허드슨 리버 하우징(Hudson River Housing) 공사의 

여러 가지 측면을 이어받습니다.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 재건(Beaverkill Covered Bridge Rehabilitation), 록랜드 타운, 

설리번 카운티  

비버킬 커버드 브리지(Beaverkill Covered Bridge)는 비버킬 크릭(Beaverkill Creek)의 

상류를 건너기 위해 1865 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건설될 때까지 거의 건널 수 

없었던 지역에 쉽게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1990 년대에, 비버킬 지역사회의 

친구들(Friends of the Beaverkill Community)은 파괴의 위협 속에 놓여 있던 여러 건의 



 

 

비버킬 밸리 소재 문화재들의 보존을 지지하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인 지붕이 달린 교량의 보존이 이 단체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2013 년에 시행된 상세한 검사 결과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교량은 차량 통행이 폐쇄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친구들(Friends), 오픈 스페이스 인스티튜트(Open Space Institute), 캐츠킬 

리버키퍼(Catskill Riverkeeper) 등의 단체들이 이끄는 특별한 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이 

팀은 설리번 카운티와 록랜드 타운의 도움을 받아 필수적인 지원과 조정을 제공했으며,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및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는 교량 보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뉴욕주 역사보존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과 협력했습니다. 이 새롭게 

복원된 교량은 이 타운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재 중 하나로서 보존됩니다. 그리고 이 

교량은 공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다수의 공공 및 민간 기관들이 보여준 협력의 가치를 

상징합니다.  

  

리차드슨 올름스테드 캠퍼스/호텔 헨리(Richardson Olmsted Campus/Hotel Henry), 

버펄로, 이리 카운티  

리차드슨 올름스테드 캠퍼스(Richardson Olmsted Campus) 재개발 프로젝트는 

뉴욕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복원이 힘들었던 건물 중 하나를 뛰어난 적응력으로 

재활용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정신병 환자들을 위한 버펄로 주립 정신병동(Buffalo State 

Asylum)으로 건설된 이 특별한 중앙 건물의 상징적인 코퍼 타워들(copper towers)은 

1800 년대 후반 버펄로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영향에 대한 증거로서 건설되었습니다. 

1974 년에 이 시설이 사용되지 않게 된 후, 악회된 H. H. Richardson이 설계한 건물들과 

버려진 Frederick Law Olmsted 부지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국립 문화재(National Historic Landmark)는 전국에서 가장 큰 문화재 보존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버펄로-나이아가라 지역의 예술 및 문화 명승지으로서의 부활과 건축 

애호가들을 위한 메카와도 같은 장소의 일부입니다. 올해 첫 재개발 프로젝트는 2017 년 

4 월 호텔 헨리 어번 리조트 콘퍼런스 센터(Hotel Henry Urban Resort Conference 

Center)의 개관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말 립시 버펄로 아키텍처 센터(Lipsey Buffalo 

Architecture Center)의 개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크라운 하이츠 노스 어소시에이션(Crown Heights North Association), 브루클린, 킹스 

카운티  

2002 년에 해당 지역사회의 주택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지역 단체가 브루클린의 스털링 

플레이스(Sterling Place)에서 만났습니다. 타운 하우스, 아파트 건물, 이전의 독립 구형 

저택, 대형 교회들이 들어선 지역사회는 현재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출신의 주요 

지역사회의 외부로부터 강렬한 개발 압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크라운 

하이츠 노스 어소시에이션(Crown Heights North Association)로 조직되어 뉴욕시와 

국가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록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에 기반을 둔 역사 지구 위원회(Historic Districts 

Council)와 뉴욕의 보존 협회(Preservation League of New York)의 지원으로, 크라운 



 

 

하이츠 노스 어소시에이션(Crown Heights North Association)은 인근 지역에서 1,600 개 

이상의 문화재를 지정하고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협회는 약탈적인 고리대금업, 

랜드마크 규정, 보조금, 세금 정보 등과 더불어 연례 타운 홀 미팅, 주택 및 도보 여행 및 

연말연시 조명 경연 대회 등과 같은 지역사회 봉사 행사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계획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관한 수단을 촉구하기 때문에 크라운 하이츠 노스 어소시에이션(Crown 

Heights North)은 역사적인 주택 소유자 세액공제 프로그램(Historic Homeowner Tax 

Credit program) 사용에 있어 현재 뉴욕시 전 지역의 선두 주자입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 주년 기념사업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10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ommission)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 주년 기념사업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10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ommission)는 뉴욕주의 여성 참정권을 기념하는 

목적으로 뉴욕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14 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뉴욕주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을 획득한 지 100 년째가 되는 2017 년부터 수정헌법 19 

조(19th Amendment)가 승인된 2020 년까지 여성참정권 기념 의식과 행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여성 참정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New York State 

Women's Suffrage 100th Anniversary Commemoration Commission)는 Betty Little 

뉴욕주 상원의원과 Aileen Gunther 뉴욕주 하원의원이 지지하여 Cuomo 주지사가 

법제화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주립 공원(State Parks)의 한 부서인 뉴욕주의 역사보존국(State Historic Preservation 

Office, SHPO)은 지역사회들이 역사적, 고고 학적, 문화적 자원을 식별, 평가, 보존, 

복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역사보존국(SHPO)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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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