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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2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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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개의 자원과 지역의 추가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장소를 보존하는 것은 뉴욕의 유산을 존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장소들은 우리 주가 자랑하는 다양한 문화
유산의 예이며, 저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우리 주의 역동적인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길
바랍니다.”
“이 후보들은 뉴욕의 역사를 형성한 다양한 힘을 강조합니다.”라고 Rose Harvey, 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랜드 마크들을 리스트화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대해 물질적인 기억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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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자 명단:
Albany 카운티
Washington 공원 역사 지구, Albany – 이번 후보 추천은 1972년에 지어진 구역의 경계를 확장할
것이며 공원 동북 지역과 Spring Street에의 23개의 추가적인 역사적인 건물들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는 State Street에서 큰 저택을 위해 사용했던 많은 이전 마구간과 마차 주택을 포함합니다.
Bronx 카운티
할렘의 Chevra Linas Hazedek 유대교 회당과 Bronx - 회당은 뉴욕의 유대인들이 Soundview 지역으로
이민이 가능하게 한 새로운 지하철 노선이 만들어진 후 1928년에서 1932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Romanesque Revival 유대교 회당의 건물은 현재 Green Pasture 침례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Delaware 카운티
Maxbilt 극장, Fleischmanns – 러시아 유대인 이민자이자 그 지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었던 Max Silberman에 의해 Catskills 리조트 시대에 전성기였던 1929년에 지어진
지역의 작은 극장은 독특하고 예외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Chemung 카운티
Mount Saviour 수도원, Pine City - 독일 이민자에 의해 1865년에 매입되어 이 농장은 계속하여
현재까지 운영되었으며 19세기의 대규모 현금 농작물 생산에서 자급 자족과 전문 생산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는 1950년 부동산을 구입한 Mount Saviour 수도원에 의해 수도원의 농장
생활로 통합되었습니다.
Columbia 카운티
Barringer-Overbaugh-Lasher 하우스, Germantown - 집의 원래 부분은 약 1800에 지어졌으며
18세기의 주거의 몇 가지 확인된 예로 남아있는 지역의 신 세계 네덜란드식 목재 프레임 구조의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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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e 카운티
Central Avenue 역사 지구, Lancaster – 거의 손상되지 않은 주로 상업 건물로 약 1860년에서
1935년까지 사용된 건물은 대부분 이탈리아와 Anne 여왕 상업 스타일의 주목할만한 수집품을
포함하며 Lancaster 마을이 번영하던 시기를 보여줍니다.
Wayne과 Waldorf 아파트, Buffalo - 아파트 건물은 1897년에 지어져 이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와
새로운 전차 시스템의 개발로 사람들이 도심에서 벗어나 살게 되면서 중간 소득 거주자들이 주로
“North Main Street”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Franklin 카운티
Debar 연못 오두막집, Duane – Debar 연못의 머리 부분에 1939년에서 1940년에 지어졌으며,
Baldface와 Debar 산 사이에 생생한 물이 있으며 소박한 별장은 Saranac 호수의 건축가 William G.
Distin가 개인적인 가족 및 친구들과 Adirondack 산에서 레저를 위해 설계했습니다.
Hamilton 카운티
Grace 감리 교회 단지, Speculator - 1909년에 지어진 교회와 1928년에 지어진 네덜란드 식민지
스타일의 목사관은 Speculator에서 중요한 역사적인 기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영구적인 혹은 임시적인 주민들의 종교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Monroe 카운티
Miller-Horton-Barben 농장, Mendon - 이 지역의 초기 개척자 중 한 명인 Salmon Miller에 의해
1808년에 설립되었고 이 90 에이커의 농장은 Mendon 타운에서 가장 오래된 농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농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Nassau 카운티
Denton 농가, East Rockaway – 약 1795년에 지어진 마을의 초기 시기부터 희귀한 과거 선술집 및
농가로 존재했으며 Denton 가족의 광범위한 부동한 개발 활동의 4세대에 대해 기반의 역할을
했습니다.
Niagara 카운티
Niagara Falls 학교 지역 행정 빌딩, Niagara Falls - 1928년에 지어진 고전 부흥 스타일의 사무실
빌딩은 Niagara Falls 교육 위원회가 인구 증가와 2개의 학교 시스템의 합병을 수용하기 위해 공공
학교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때 지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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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 카운티
Woodlawn 공공 묘지, Canandaigua – 이 공공 묘지는 1884년에 설립되었으며, 2 정착 시대의 묘지가
용량에 도달했고 한 그룹의 시민들이 Canandaigua 공공 묘지 협회를 만들어 마을의 아름다움과
명성을 반영하는 최첨단의 새로운 공공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Oswego 카운티
Derrick 보트 8번, Oswego – 뉴욕 주 바지선 운하 시스템에서 일한 바지선 중 증기 데릭 바지선 중
하나로 알려졌으며, 리벳 철강 및 목재 선박은 Syracuse에서 1927년에 지어졌으며 서비스 고정,
운하에서 준설 및 리프트 로드를 수행했습니다.
Putnam 카운티
Valhalla 고원, Cold Spring – 1928년과 1951년 사이에 지어졌으며, 지역 사회는 인공 호수를 만들고
여름 피서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에 투자하는 절충된 소박한 주거 지역을 배치하기 시작한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에서 온 이민 개발자에 의해 구상되었습니다.
Queens 카운티
자비와 고라니의 보호 명령, 오두막집 번호 878, Queens - 1923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부활 스타일로 디자인된 20세기 공제 조직 건물의 독특한 건축 예입니다.
Rensselaer 카운티
Marsh-Link-Pollock 농장, Brunswick – 1840년 경에 지어진 농가를 포함하는 농장은 Brunswick의
농업의 과거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역 자원입니다.
Schoharie 카운티
Spruce Lake Rd 461번지 누적 판자 집, Summit – 그리스 부흥 스타일의 가옥으로 19세기 중반쯤
지어진 건물로 누적 판자 건축의 전형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고 서로에 평평하고 못이나 핀으로
고정한 목재 보드 레이아웃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Schuyler 카운티
Wayne의 두 번째 침례 교회, Wayne – 현재 Wayne 마을 침례 교회로 알려진 1848년에 지어진
그리스 부흥 스타일의 예배당은 건축 무결성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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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folk 카운티
Sylvester 영지, Shelter Island - 225 에이커의 부지는 1737년의 그루지아 영지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중요한 고고학적인 배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유러피안 미국인, 아메리카 원주민과
노예 흑인의 초기 상호 작용에 대한 엄청난 통찰과 바베이도르 농장에 대한 규정을 제공합니다.
Ulster 카운티
Colonel Oliver Hazard Payne 부동산, Esopus – 이번 지명은 2002년의 전국 등록부를 확대하여
1909년에 만들어진 부동산의 역사적인 윤곽에 맞게 크게 나열합니다. 이는 1917년인 Payne의
죽음의 시기에 완성되거나 건설 중에 있던 모든 기여하는 역사적인 구조를 포함합니다.
Yates 카운티
Beddoe-Rose 공공 묘지, Jerusalem – 현재 Keuka 호수 주립 공원에 있는 작은 정착 시대의 공공
묘지는 1815년에 설립한 가장 이르고 유명했던 두 가족의 14명의 무덤을 포함하고 있으며
1908년까지 작은 매장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지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원, 레크리에이션 및 역사 보존 사무실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