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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개의 주 및 국가 사적지 등록 후보 추천을 발표
주지사 19개의

게이 권리 운동의 랜드마크인 맨해튼의 Julius’ Bar가 사적지로 추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사적보전위원회가 주 및 국가 사적지 등록부를
위한 19개 자원 및 지구의 추가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추천은 뉴욕시 게이 권리
운동의 랜드마크로부터 드물게 남아 있는 시민보호청년단 캠프와 University at Buffalo의
South Campus의 초석에 이르기까지 뉴욕주 역사의 괄목할만한 폭을 반영합니다.
“이 랜드마크들은 우리의 풍부하고 사연 많은 역사의 일부로서 뉴욕주민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의합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랜드마크들을 뉴욕주 및
국가 사적지에 올려놓음으로써 우리는 그 유산을 보전하여 미래의 세대가 향유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최신 추천은 뉴욕주의 풍부하고 다양한 유산을 대표합니다”라고
공원휴양사적보전실장 Rose Harvey가
가 말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랜드마크를 식별하여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를 조명하고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을 미래를 위해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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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보전실에서 관리하는 주 및 연방 역사적 건조물
재이용 상용 세액 공제에 힘입어, 개발업자들은 2015년에 전주적으로 5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실린 부동산을 재개발하는 한편, 주의 역사적인
집주인 건조물 재이용 세액공제를 이용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웃
지역들의 재개발을 돕기 위해 뉴욕 전역에서 주택 개량에 980만여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는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사물, 뉴욕 주와 국가의 역사, 건축, 고고학
및 문화에 중요한 장소에 대한 공식 목록입니다.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는 120,000개
이상의 역사적인 건물, 구조 및 장소가,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구역의 구성로서
존재합니다. 주 전체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의 조직은 추천받은
유적지들을 후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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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된 곳들이 주의 역사 보존 담당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추천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추천 사적지에 대한 상세 정보 및
사진이 공원휴양사적보전실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뉴욕시
New York 카운티
맨해튼 소재 Julius’ Bar – 계속 영업하고 있는 뉴욕시의 가장 오래된 바 중 하나인 이
Greenwich Village 업소는 초기 현대 게이 권리 운동에서 중요한 1966년 사건의
장소로서 활동가들이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게이 또는 레즈비언에게 바들의 음료 서빙을
금지한 뉴욕주 주류청 규제에 성공적으로 도전한 “십인”으로 알려지게 된 것을
조직하였습니다.
Calvary Methodist Episcopal Church, 현재 Salem United Methodist Church, 뉴욕시 –
1887년에 건축되어 할렘의 새로운 상부 계층 동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회중들을
위해 1890년에 확장되었으며, 원래의 백인 감리교인들이 1924년에 교회를 아프리카계
미국인 감리교인들에게 매각하였습니다.
Kings 카운티
Beth Olam Cemetery, Brooklyn 및 Queens – 뉴욕시에서 가장 오래된 세 유대교
회당들인 Shearith Israel, B’nai Jeshurun 및 Shaaray Tefila에 의해 설립된 이 묘지는
도시 지역 매장 풍습의 발달, 묘지 타입의 진화와 뉴욕시 유대교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LONG ISLAND
Suffolk 카운티
Harrison Downs 하우스 및 농장, Riverhead – 이태리풍의 이 1923년 농가는 신사들의
휴양지로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 같은 가문의 여섯 세대 동안 전형적인 Long Island 상업
농장의 기지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HUDSON VALLEY
Dutchess 카운티
Attlebury Schoolhouse, Stanford – Attlebury의 19세기 교사가 우연한 화재로 불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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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에 건립된 이 소박한 1실 프레임 교사는 교육의 중심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골
공동체의 허브로서도 기능하였습니다.
Orange 카운티
Bodine’s Tavern, Montgomery – 이 작은 집 겸 여인숙은 약 1809년에 James Bodine이
새로 승인된 Minisink 및 Montgomery Turnpike 연변의 통행객을 위해 건립하였습니다.
Sullivan 카운티
Callicoon 다운타운 사적 지구, Callicoon – 1848년에 New York & Erie Railroad 조차장이
개설된 후 이 부락은 Delaware Valley와 인접한 Catskills의 인구와 경제가 피크에 달하던
시기에 지역 서비스 센터, 강 나루터 및 철도 정거장으로 번영하였습니다.
Ulster 카운티
Fitch Brothers Bluestone Company 오피스, Kingston – 1870년에 청석으로 건축된 이
제2제정 양식의 건물은 그 전성기에 1000여명의 사람들을 고용하였고 지역 경제의
초석이었던 청석 채석, 운반, 가공 및 운송업에 사용되었습니다.
Westchester 카운티
New York, Westchester & Boston Railway Highbrook Avenue Bridge, Pelham –
1911년에 준공된 철근콘크리트 아치 교량의 이 초기 예는 1912년에 New Haven
Railroad의 자회사로 출발하였지만 1930년대에 생존에 실패한 구 NYW&B Railway의
일부입니다.

뉴욕주 중부 지역
Cortland 카운티
Crescent Corset Company, Cortland – 이 1923년 채광창 공장 건물은 J.C. Penney
Company의 사적 라벨인 “Lady Lyke” 코르셋의 제조 현장으로 시작되었으며, 대개
이태리 여성인 이민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노동력을 구성하였습니다.

NORTH COUNTRY
Hamilton 카운티
Civilian Conservation Corps 캠프 S-90, Speculator – 이 부지는 뉴욕주에서 가장 온전한
시민보호청년단(CCC) 캠프 건물 컬렉션을 포함합니다 – 1934년에서 194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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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대공황 근로 구제 프로그램 등록자들이 7개 주 캠핑장의 시설을 건축 및
개량하고, 주 토지를 녹화하고, 물집녹병에 걸린 숙주 식물을 박멸하고, 산림 화재와
싸우고, 실종자들을 수색하였습니다.
Lewis 카운티
Leyden Common School No. 2, Talcottville – 1870년에 공립초등학교로 건립되어
20세기 중반에 중앙 교육구로 편입되었다가 쇠퇴하여 1963년에 폐쇄되기까지 이 작은
건물은 시골 업스테이트 뉴욕 대부분의 교육 과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뉴욕주 서부 지역
Erie 카운티
Edmund B. Hayes Hall, Buffalo – 1925-26년의 구 Erie County Almshouse 건물에서
전환된 이 신조지아식 건물은 도시의 전역에 흩어져 있던 개별 칼리지와 프로그램들을
모아 하나의 큰 현대식 대학 센터를 설립하는 University of Buffalo를 위해 개발되던 새
컴퍼스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Niagara 카운티
South Junior High School, Niagara Falls – 증가하는 입학생들을 수용하고 새 교육
사조를 받들기 위해 1922-1923년에 Niagara Falls에 건설된 두 중학교 중 하나인 이
건물은 1985년까지 중학교로 기능하였습니다.

FINGER LAKES
Ontario 카운티
Canandaigua 사적 지구, Canandaigua (경계 확장) – 경계 확장으로 기간과 양식이
비슷한 기여 건물 68채가 1984년에 창설된 리스트 지구 내의 건물들에 추가되어 의미
기간을 1967년까지 확장하여 이 마을의 20세기 중후반 역사를 조명할 것입니다.

주도 지역
Columbia 카운티
Columbia Turnpike East Tollhouse, Hillsdale – 이 1830년대 건물은 1800년부터 1906년
사이에 매사추세츠주 경계에서부터 Hudson의 종점까지의 중요 교통로였던 Columbia
Turnpike에 있는 일련의 요금 징수소들 중 가장 동쪽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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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nsselaer 카운티
구 First Methodist Church of Lansingburgh, Troy – 현재는 Joy of Troy Seventh-Day
Adventist Church의 본거지인 이 만남의 집 스타일 교회는 1849년에 건립되어; 오르간
설치를 수용하기 위해 1875년에 뒤를 증설하였으며; 1903년에 신식민지풍으로 철저히
업데이트되었습니다.
William Connors Paint Manufacturing Company, Troy – 이 19세기 후반 산업 단지는
성공적인 광범위한 컬러의 페인트를 밀봉 캔에 넣어 판매하는 조합페인트 제조 기업과
관련하여 중요합니다.

MOHAWK VALLEY
Otsego 카운티
Lemuel F. Vibber House, Richfield Springs – 19세기의 첫 10년대에 건축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집은 1840년대 초까지 대개 사라진 초기 산업 부락인 Federal
Corner로 알려진 부락의 이르지만 덧없는성공을 나타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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