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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21개의
개의 주와 국가 역사적 장소 등록부 후보 추천을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역사 보존을 위한 뉴욕 주위원회(the New York State Board for
Historic Preservation)가 주와 국가 역사적 장소 등록부를 위한 21개의 자원과 지역의 추가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를 보존하는 것은 특히 뉴욕 특히 북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로 관광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뉴욕의 과거의 주목할만한 부분을 대표하며 저는 여행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우리 국가의 위대한
역사에 대해 배우기를 바랍니다.”
“주와 국가 역사적 장소 등록부를 위한 후보가 뉴욕 주의 강력한 역사 보존 기록을 구축 할
것입니다”라고 Rose Harvey, 공원 레크레이션 역사 보존국장이 말했습니다. “주와 국가 역사적
장소 등록부에 이러한 추가는 장기 보존과 축하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와 국가 등록 목록은 건물 재생에서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국가 보조금과 주 및 연방
역사관련 재활 세금 등의 다양한 공공 보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 역사 보존 사무실에서 관리하는 주 및 연방 상업 역사관련 재활 세금 크레딧의
박차에 힘 입어 개발자들은 역사적 장소 등록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3 년에 주 전체 1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집주인들이 국가 역사관련 재활 세금 공제에서 1천 430만 달러를 이상을
역사관련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하였습니다.
주와 국가 등록은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사물, 뉴욕 주와 국가의 역사, 건축, 고고학 및 문화에
중요한 장소에 대한 공식 목록입니다. 역사적 장소 등록부에는 90,000개 이상의 역사적인 건물,
구조 및 장소,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지역의 구성 요소 등이 있습니다. 주 전체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의 조직은 후보들을 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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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된 곳들이 주의 역사 보존 사무실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역사적 장소 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가의 역사적 장소 등록부에 추천이 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수준에 등록이 됩니다..

주 검토위원회의 추천 :
Albany 카운티
Albany 최초의 회중 교회(First Congregational Church)- 시내에서 Woodlawn 지역으로 신도들이 많이
이전한 이후에 1917년부터 1918년 사이에 지어진 교회는 Albany 지역에서 건축의 랜드 마크로서
지역 사회의 모임 장소로 눈에 띄는 기능을 합니다 .
Cayuga 카운티
프랭크와 엘리자 트리 욘 하우스(The Frank and Eliza Tryon Hous), Weedsport - 약 1887년에 세워진
이탈리안 스타일의 집으로 20세기의 전환기에 Weedsport의 상업 및 시민 생활에 중요한 한 커플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그 시기에 이리 운하(Erie Canal)과 여러 철도로의 근접성을 통해 상업 도시로
발달하였습니다.
Chenango 카운티
루미스 가족 농장(Loomis Family Farm), 옥스포드 근교 - 1801 년에 시작한 농장으로 미세하게
조작된 1832개의 돌 농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대형 낙농 헛간, 그리고 다른 작은 농장
건물을 포함한다.
Columbia 카운티
Burroughs - Foland 집과 농장, 리빙스턴 – 시골의 스페인식 미션 스타일의 건축물의 드문 예로서
집과 캐리지 하우스는 은퇴 한 사업가 Russell Foland의 시골 고향으로 1908년에 건설되었다.
Dutchess 카운티
Bangall 우체국, Bangall – 철도 운송에 편리한 중앙에 있는 우체국장에 의해 1915년에 건설되었고,
주상 복합 상업 건물로 상점, 도서관, 스탠포드 역사 학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 기능은 유지하여 우체국으로 남아있습니다.
Erie 카운티
Sibley & Holmwood 사탕 공장 및 Witkop & Holmes 본부, 버팔로 - 버팔로 시내에 인접해 있는 두
건물은 1896년 Sibley & Holmwood 건물과 1901 Witkop & Holmes 건물은 상업적으로는 관련이
없지만 20세기 중반 시내에서 대부분의 역사적인 건물이 소실 되었는데 살아 남은 건물입니다.
Taylor 전신 회사/일반 철도 전신 회사, 버팔로 - 1902에 건설되고 지금까지 잘 보존 된 콘크리트
프레임 공장은 전기 철도 전산의 초기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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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lton 카운티
Northville 역사 지구, Northville - 1819년부터 1933년까지 시기 마을의 본래 주거 및 상업의
핵심지역으로 노스빌 지역이 벌목 산업의 결과로 1830년대에 어떻게 성장을 시작하고 1875년
철도의 완성 이후에 어떻게 지역 산업과 관광이 더 빠르게 성장을 했는지는 보여줍니다.
Kings 카운티
Gowanus 운하 역사 지구, 브루클린 - Gowanus 운하에 인접한 관련 자료와 제조 시설의 집합으로 19
세기 중반에 시작하여 브루클린에서 남쪽으로 지역의 물을 매개로 운송 및 산업 발전의 개발을
보여줍니다.
Lewis 카운티
Collinsville 묘지, West Turin – 블랙 강에서 수력을 활용을 위해 Lyon 폭포 근처에 뉴 잉글랜드
정착인들이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인 1810년에 설립되었고, 공동 묘지의 초기 장례 표시에는
지역에 정착하고 가족의 삶과 초기 역사에 눈에 띄는 사람들을 기록하였습니다.
New York 카운티
존 스트리트 116번가 건물, 뉴욕 - 1931 년에 완공된 아트 데코(Art Deco) 사무실 건물은 특히 보험
지구의 중심부에 있는 보험 회사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20년대의 건축 붐 이후 도시에 세워진
고층 빌딩의 마지막 그룹의 하나이며 설계 기업 모더니즘은 전후 시기의 마천루 폭발의 일등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Ansche Chesed 유대교회당, 뉴욕 - 독일의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 1,908에서 1,909년 사이에
할렘지역에 지어졌으며, 현재는 Mount Neboh 침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할렘의 유대인,
푸에르토리코인, 그리고 아프리카 계 미국인의 지역 사회들 위해 봉사하였고 도시의 세 가지 큰
종교 신앙(유대교, 가톨릭, 기독교)을 위해 제공한 살아남은 예배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스트 114번 가 역사 지구, 뉴욕 - 36채의 주거용 건물이 1895년부터 1899년 사이에 7개의 그룹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기꺼이 새로운 열차 통근을 하려는 노동 계급의 거주자들을 유치하였고,
다양한 민족의 흰색 가구를 유치하고, 1920년대 후반기의 초반부터는 할렘을 뉴욕시의 흑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만든 아프리카 계 미국인 가족들을 유치하였습니다.
Rensselaer 카운티
Tomhannock 감리교 감독 교회, Pittstown - 1845년에 설립된 그리스 부흥 스타일의 농촌 교회는
원래의 건설 기간의 형태와 구조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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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ens 카운티
Agudas Achim 유대 교회당, 퀸즈 - 1,924년에서 1,925년 사이에 건설된, 고전 부흥 스타일의 유대교
회당은 세계 대전 이후 성장하면서 대학 지점의 유대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 뉴욕
동원 장로 교회입니다. 또한 2005년부터 한인 교회의 종교 및 사회 생활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Ulster 카운티
카운티
아모스 브라운 하우스, Plattekill - 새로운 세계 네덜란드(New World Dutch) 프레임 시스템으로 약
1800년경에 지어진 집입니다. 당시 소유자의 의도에 따라 그 당시 건축의 지배적인 트렌드를
보여주도록 현대화하는 그리스 부흥 스타일로 약 1835년에 변경되었습니다.
Warren 카운티
우드워드(Woodward) 홀, Lake Luzerne - Northwoods 관광 목장에 서양 스타일의 휴가를 도입한
1920년대에 Lake George 지역의 Adirondack 관광 단장인 Earl Woodward의 집으로 1931년에서
193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관광 목장 모델은 신속하게 지역 관광 풍경의 주요 형태가 되었습니다.
Washington 카운티
Farmer’s National Bank & W.H. Hughes 슬레이트 회사 사무실, Granville - 현재 Granville 마을
회관이며 1891년에 다중 이용 상업용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20세기로의 전환기에 슬레이트 채석
산업은 지역의 성장에 박차를 가했고 이 건물은 지역의 상업 중심지에서 Granville의 발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The Martin-Fitch House 와 Asa Fitch Jr. 실험실, Salem -. 본 시설은 약 1787년에 지어진 Martin-Fitch
하우스와 뉴욕 주 최초의 공식 곤충 학자이자 곤충 학자 역사 학자였던 Asa Fitch, Jr.의 작은
실험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estchester 카운티
매너 클럽(The Manor Club), Pelham Manor - 여성의 사회, 문학, 그리고 자선 클럽의 목적으로 19211922년에 지어진 튜더 리바이벌 스타일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전체 지역 사회를 위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여성들에게 리더십과 교육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습니다.
사우스 살렘 장로 교회 묘지, 사우스 살렘 - 373개의 무덤이 매장되어 있고, 초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는 1739년이고 프랑스 인도 전쟁의 두 베테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혁명의 26 지역 참전
용사와 1812년 전쟁의 두 명의 베테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미 주 및 국가 등록에 등록된 수 만개의 건물과 함께 뉴욕의 역사의 중요성, 깊이와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축하와 뉴욕의 역사적 자산을 홍보하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주지사는 뉴욕의 풍부한 역사와 역사 사업을 통해 주의 역사를 통한 길 사업을
시작하여 문화의 중요성을 보여주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 주었다. Path Through History 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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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박물관의 광대한 네트워크, 역사적인 장소 및 기타 문화 기관 등을 포함하여 국가에서 500
플러스 문화 유산 관광지를 구성하는 13 테마를 사용합니다. 방문자들은 주요 주 하이웨이에서
Path Through History 표지를 보고 현지의 간판도 찾아서 현장을 발견할 수 있으며 온라인
paththroughhistory.ny.gov에 접속하여 장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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