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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및 국가 유적지 보존 위원회(STATE HISTORIC PRESERVATION
BOARD)가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 등재될 17 개 후보지 추천했다고 발표

후보지들은 해당 장소가 뉴욕의 다채로운 역사에 기여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유적지 보존 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for
Historic Preservation)가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17 곳의 부동산, 자원, 구역 등의 추가 등재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후보지들은 뉴욕주의 역사의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며, 그 범위는 시의
첫 번째 조합 아파트에서 롱아일랜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개발한 리조트
커뮤니티까지로 범위가 넓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후보지들은 뉴욕주 역사의 가장 특별하고
매혹적인 장소 중 일부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러한 랜드마크를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등재시키는 일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장소들이 뉴욕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정수를 보존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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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년에 주지사가 주정부의 재건 세금 공제(rehabilitation tax
credits)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후, 주 및 연방 정부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완성에 10 억 달러를, 소유자가 있는 역사적 주택에 수 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주립 및 국립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는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 및 현장, 건축, 고고학, 뉴욕주와 미국의 문화 등의 공식 목록입니다. 국립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는 12 만 곳 이상의 역사적인 건물,
구조물, 장소 등이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구역의 구성 요소로 존재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 지역사회 조직들이 가장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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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유적지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등재는 이러한 랜드마크의 보호와 재생을 위한
핵심적 단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유적지를 보존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사회에 자부심을 주며 스마트 성장을 촉진하고
관광산업을 끌어올리는 것을 돕습니다.”
문화, 관광, 공원, 레크리에이션 위원회(Committee on Cultural Affairs, Tourism, Parks
and Recreation)의 회장인 José Serra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아일랜드에
있는 2 차 대전 이후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리조트 커뮤니티에서 버펄로의 19 세기
스쿨하우스, 그리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저의 상원 지역구가 대표하는 이스트 할렘의
노동계급 이민자 유산까지, 지금 추천받은 후보지들은 놀라울 만큼 다채로운 뉴욕의
문화적 유산을 반영합니다. 우리의 보물인 유적지 보존을 도움으로써, 주 및 국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는 지역사회 재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관광산업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Kulleseid 커미셔너 대행의 미래
세대를 위해 뉴욕의 역사를 보존하려는 헌신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술 및 관광 위원회(Arts and Tourism Committee)의 위원장인 Danny O'Donnel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격이 충분한 후보지 모두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적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뉴욕주 역사의 중요한 일면을 보존하고
조명하는 한편 미래 세대들에게 과거와의 물리적 접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주도 지역
시러큐스, 웨든-슈마커 하우스(Whedon-Schumacher House) - 1892 년에 지어진 퀸 앤
양식(Queen Anne-style)의 주거지로, 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지역 디자이너인
건축가 Archimedes Russell 의 작품입니다. 1921 년 주택의 1 층은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되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워털루, 워털루 고등학교(Waterloo High School) - 1928-1929 년 지어진
신고전주의(Neoclassical) 건물로, ‘진보적 교육’을 주창한 곳으로 중요합니다. 진보적
교육은 단순 암기보다는 직업 훈련 및 경험 교육을 강조했으며, 지역사회 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했던 건축가 Carl Ade 의 시민 디자인의
전형입니다.
롱 아일랜드
새그하버, 새그하버 힐즈, 아주레스트 및 니네베 해변 서브디비전(Sag Harbor Hills,
Azurest, and Ninevah Beach Subdivisions, SANS) 역사 구역 - 이 구역은 2 차 대전 직후
새그하버 워터프론트를 따라 유색인종을 위한 여름 휴양지로 개발되었습니다. 당시 주거
분리 정책 및 모기지 금융 차별정책으로 인해 많은 중산층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리조트 하우스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노스포트, 스탠리 H. 론디즈 하우스(Stanley H. Lowndes House) - 1895 년에 퀸 앤
양식(Queen Anne-style)으로 Lowndes 를 위해 지은 주택입니다. Lowndes 는 유명한
지역 명사이자 성공한 굴 부호였습니다.
미드 허드슨
포모나, 캠프 힐 학교(Camp Hill School) - 1923 년에 지어진, 방이 두 개인 학교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960 년대 초까지 교육 목적으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되지 않은 후, 이 건물은 1970 년대 후반 리노베이션을 통해 지방 자치단체의
사무실로 이용되는 한편, 1967 년 만들어진 파모나 빌리지 거주민들의 모임 장소로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캠벨 홀, 제이콥&캐롤라인 호킨스 하우스(Jacob & Caroline Hawkins House) - 1839 년
경에 지어진 등재 후보 주택으로, 뉴욕 미드-허드슨 밸리의 완숙한 그릭 리바이벌
양식(Greek Revival style)이 매우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며, 이 양식을 훌륭하게 대표하는
건물입니다.
라마포, 피그 크놀 스쿨(Pig Knoll School) - 건축가 Walter Robb Wilder(1874-1934)의
유명 회사인 맥킴, 미드 앤 화이트(McKim, Mead & White)가 투박한 미국 예술 및
공예(American Arts & Crafts)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하여 1915 년 건물을 세웠습니다.
맥킴, 미드 앤 화이트는 이후 와일더 앤 화이트(Wilder & White)로 바뀌었습니다. 이
건물은 잠시 공립 학교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포모나 문화 센터(Pomona Cultural
Center)가 되었습니다.
마마로넥, 윙드 풋 골프클럽(Winged Foot Golf Club) - 이 골프클럽은 Albert Warren
Tillinghast 가 디자인한 두 개의 18 홀 코스를 자랑합니다. Albert Warren Tillinghast 는
미국 골프 코스 디자인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또한 이 클럽에는 건축가 Clifford
Charles Wendehack 가 디자인한 클럽하우스도 있는데, 석조와 벽돌로 지은 건물입니다.
골프코스는 1923 년 개장했고, 클럽하우스는 1925 년 완공됐습니다. 윙드 풋(Winged
Foot)의 웨스트 코스(West Course)에서는 1929 년 전미 오픈 골프 선수권 대회(U.S.
Open)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알쿠 앤 알쿠 토이넨(Alku and Alku Toinen) - 핀란드 주택 건물 연합(Finnish
Home Building Association)이 각각 1916 년과 1917 년에 지은 이 건물들은 주 수준의
사회 역사 부문의 기준 A(Criterion A)에 따라 매우 중요합니다. 이 건물은 뉴욕주에서 첫
번째로 목적에 따라 지어진 진정한 조합 아파트 건물입니다.
뉴욕, 이스트 할렘 역사 구역(East Harlem Historic District) - 이 구역은 유태인,
이탈리아인, 푸에르토리코인 노동계급 이민자 공동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19 세기 중반부터 20 세기 중반까지 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자신의 이름을 지역에 붙였습니다. 이스트 할렘은 유태인 할렘(Jewish Harlem),
이탈리안 할렘(Italian Harlem)을 비롯해, 엘 바리오(El Barrio)라고 불리는 스페니시
할렘(Spanish Harlem)까지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욕, 조지 워싱턴 호텔(George Washington Hotel) - 1930 년 완공된 이탈리안 르네상스
양식(Italian Renaissance-style)의 레지덴셜 호텔로, 고객들에게 사회적으로 세련된
감각을 주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건축가는 이탈리안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Italian
Renaissance Revival style)을 사용하여 엄청난 입구를 설치하고 장식적인 테라코타 장식
디테일을 더했으며 거대 내부 공간을 마련해 ‘클럽’ 분위기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 층 전체는 거주자 및 방문객을 위한 공동 공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뉴욕, 세인트 루크스 병원(St. Luke's Hospital) - 프렌치 르네상스 리바이벌 양식(French
Renaissance Revival-style)을 사용한 병원으로, 모닝사이드 하이츠의 한 블록 반의
공간에 위치한 11 개의 파빌리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96 년 병원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고, 점차 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최신 의료 관리를
제공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노스 컨트리
폴 스미스, 대천사 성 가브리엘의 성당(Church of St. Gabriel the Archangel) - 1896 년에
지어진 교회로, 퀸 앤/싱글 양식(Queen Anne/Shingle Style) ‘여름 교회’가 독창적이고
온전하게 보존된 사례입니다. 여름 교회는 19 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에 아디론닥 지역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서던 티어
보비나, 맥넛 패밀리 농장(McNaught Family Farm) - 로랜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이민자
John 과 Janet Marshall McNaught 이 잘 보존된 농장 건물과 탁 트인 농지, 농지 건물의
기반, 석조 경계벽, 제분소 위치를 개발했습니다. 약 1817 년에서 1962 년까지 맥넛
가문의 후손이 농장을 소유했습니다.

서부 뉴욕
버펄로, 버펄로 공립학교 # 51(Buffalo Public School #51) - 2 기에 걸쳐 지어졌습니다.
1 기는 1894-1895 년이고 2 기는 1927-28 년입니다. 공립학교 51 은 버펄로에 유일하게
온전히 남아있던 19 세기 학교 건물을 일부로 포함시켰습니다. 19 세기 학교 건물의
대부분은 20 세기에 철거되거나 현대적 학교 시설로 교체되었습니다.
루이스턴, 첫 번째 장로교 교회 및 루이스턴 빌리지 공동묘지(First Presbyterian Church
and the Lewiston Village Cemetery) - 루이스턴 빌리지 공동묘지에는 1802 년부터
현재까지 약 2,500 명이 묻혔으며,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약
1830 년에서 1965 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지어졌으며,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물입니다.
버펄로 세네카 플럼빙 앤 히팅 컴퍼니 빌딩(Seneca Plumbing and Heating Company
Building) - 이 건물은 유대계 러시아 이민자 막스 린스키(Max Linsky)가 1937 년 설립한
사업체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버펄로의 유태인 이민자 인구의 성장과 성공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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