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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사 ANDREW M. CUOMO

CUOMO 주지사,
개의 주 및 국가 사적지 등록 후보 추천을 발표하다
주지사 2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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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개의 자원과
지역의 추가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추천 대상은 Queens에서 개최된 196465년도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사용되었된 마지막 놀이공원 놀이기구 중의 하나에서
Rockland 카운티에 있었던 1943년도 학교 인종차별 싸움에 이르기까지 뉴욕의 역사를
거의 망라하고 있습니다.

“뉴욕은 풍부한 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미국의 역사 상 중요한 사건들은 사실상
각처에서 발생하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들 지역이 주 및 국가의
역사적 장소 등록부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오랫동안 뉴욕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보존하고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공원, 레크리에이션, 역사 보존국 커미셔너인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사이트들은 뉴욕주의 예술적 시각, 장인정신, 혁신과 역사를 물리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 랜드마크가 등록되면 응당 받아야 할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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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보존실에서 관리하는 주 및 연방 상업 역사관련 재활
세액 공제의 박차에 힘 입어 개발자들은 국가 사적지 등록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에 뉴욕주 전역에 5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집주인들은 주 사적집 주인 재활
세금 공제를 통해 사적지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980만여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주와 국가 등록부는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사물, 뉴욕 주와 국가의 역사, 건축, 고고학 및
문화에 중요한 장소에 대한 공식 목록입니다. 국가 사적지 등록부에는 120,000개 이상의
역사적인 건물, 구조 및 장소,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지역의 구성 요소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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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주 전체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와 지역 사회의 조직은 후보들을
후원했습니다.
추천된 곳들이 주의 역사 보존 사무실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사적지
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가 사적지 등록부에 추천이 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수준에 등록이 됩니다. 추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원휴양지사적보존실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Broome 카운티
Endicott-Johnson Medical Clinic, Binghamton –이 1928년도 병원은 George F.
Johnson의 지도 하에 Endicott-Johnson Company가 직원들을 위해 설립한 곳입니다.
George F. Johnson는 가부장적인 인물로 자신의 자선사업 브랜드를 만들어 직원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하고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돕고
“이상적인” 미국 주류 시민들의 가치를 널리 알리려 했습니다.
Lithuanian National Association Hall, Binghamton –1917년에 건립된 이 건물은 거의
50년 동안 Binghamton의 단단하고 활기찬 리투아니아 이민자 커뮤니티와 그 후손들이
활동하는 가장 중요한 센터로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Dutchess 카운티
Walter Beckwith House, Stanford – 이 곳은 낙농업자인 Walter Beckwith의 성공적인
삶을 담고 있는 곳입니다. 그는 1876년 인상적인 제2제정시대(Second Empire) 스타일의
자택과 마차 차고를 건립하였습니다.
Erie 카운티
East Hill Historic District, Springville – 1835년 경 154 East Main Street에 건립된 그리스
부흥 건축 양식의 자택으로 시작된 이 지역의 주거 건축물은 거의 100년에 걸친 이
마을의 성장을 담고 있습니다.
Saints Peter and Paul Orthodox Church, Buffalo – 1932년에 비잔틴 부흥 스타일로
설계된 이 교회는 볼셰비키 혁명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가기 위해 러시아를
탈출하는 이민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Buffalo에서 더 큰 예배당에 대한 필요가 커지면서
건립된 곳입니다.
American Radiator Company Factory Complex, Buffalo –1891년과 1939년 사이에
개발된 이 제조 및 연구 시설은 건강 개선 및 안전하고 가장 비용 효과적인 선탁 대체재를
얻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증기 난방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Essex 카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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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plands, Keene Valley – 과거 모습을 온전히 간직한 웅장한 크기의 계절적인
Adirondack 캠프 건축물은 1910년과 1925년 사이에 두 가지 주요 단계로
건립되었습니다.
Herkimer 카운티
Rice-Dodge-Burgess Farm, Winfield – 이 농장에는 정착기 돌집(1830); 목골 구조의
헛간(19세기 초중반); 돌로 만든 훈연실(19세기 초중반); 소규모 가족묘(18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돌로 만든 댐, 물방아용 저수지, 방앗간 폐허지(1815-1830); 최소
1820년대 이후 경작 중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Monroe 카운티
Park-State Historic District, Brockport – 이 구역은 Brockport 마을이 점차 커지던 시기를
시작으로 1820-1930년에 마을의 건축학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 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곳은 한 때 번영을 구가하던 산업 및 상업 기업들의 고향으로 철도 시기를 아우르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상업 및 산업에서 교육 쪽으로 그 방향성을 바꾼 곳입니다.
Chili-West Historic District, Rochester – 온전한 주거지역의 탄생은 일련의 건설 붐으로
촉발되었습니다. 1935년까지 이 주거지가 완전히 개발되어, 도로 차량과 자동차들이
통과할 수 있는 외딴 도시 주변이라는 특성도 얻게 되었습니다.
Sibley 19th Ward Historic District, Rochester –Sibley역사지구의 의의는 주로 식민지
부흥(Colonial Revival) 시대, American Foursquare, Craftsman 및 튜더 부흥(Tudor
Revival) 시대 스타일의 주택들로 구성된 현존하는 역사 주택지구에 따른 것으로, 이
지역은 20세기 초 시의 Nineteenth Ward 개발의 실사판이 되었습니다.
New York 카운티
Westside Unitarian Church/Congregation Ramath Orah, New York – 종교 건축물은
Morningside Heights에 자리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두 곳의 종교 단체인 와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21-22년에 건물을 세운 뉴욕시 UCS(Unity Congregational
Society)와 CRO(Congregation Ramath Orah)가 있는데, CRO는 2차대전 당시
룩셈부르크를 도망쳐 나와 1942년에 이 건물을 매입한 이민자들로 구성된 Modern
Orthodox 유대인 신도들입니다.
Oneida 카운티
Globe Woolen Company Mills, Utica – 뉴욕시에 지금도 남아 있는 가장 온전한 형태의
모직공장 콤플렉스 중의 하나로 1873년 - 1953년에 운영되던 곳입니다. 당시 섬유
제조공장은 주요 Utica 산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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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tario 카운티
St. Francis De Sales Church Complex, Geneva – 이 콤플렉스에는 186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교회를 시작으로 네 곳의 역사적인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1868년도
교구 목사관, 1874년도 학교(1909년으로 확대), 1874년도 수녀원을 포함해 Geneva의
로마 카톨릭 커뮤니티의 빠르고 폭넓은 성장을 보여줍니다.
Orange 카운티
Cottage in the Pines, Deer Park – 약1895년도에 건립된 곳으로 현재 사라지고 있는
토착어 Shawangunk Mountain 보딩 하우스의 온전한 모습을 담고 있는 곳이며, 호텔
또는 리조트보다 저렴한 숙박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Orleans 카운티
Holley Village Historic District, Holley –이 지역의 37개 건물들은 1822년 - 1931년에
개발된 마을의 상업 지구와 기관들이 모인 지구로; Sandy Creek을 가로지르는 Erie
Canal의 구불구불한 라인을 따라 확실한 도로 계획을 바탕으로 건립되었습니다.
Queens 카운티
1964-65년 New York World’s Fair Carousel, Queens – 역사적인 두 개의 Coney Island
회전목마를 결합한 것으로, 나무에 조각된 사자, 두 개의 마차, 71개의 말이 있으며
1964년-1965년을 상징하는 뉴욕세계박람회와 연관된 진귀한 놀이공원 탑승기구 중의
하나입니다.
Richmond 카운티
Sylvan Cemetery, Staten Island –1795년에 처음 매장이 이뤄진 후로 이 공동묘지는
Travis 주변 및 Staten Island를 개발하는 데 공헌했던 많은 유명인사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안식을 취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Rockland 카운티
Main School, Hillburn – 이 학교는 1943년에 있었던 유명한 학교 인종차별 폐지 전투의
중심지로 의의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 흑인 부모 연합은 NAACP와 연대해 출입을 거부
당한 /흑인 학생들의 새로운/개선된 학교 시설의 이용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St Lawrence 카운티
First Presbyterian Church Complex, Gouverneur – 1893년에 완공된 인상적인 이 교회는
현지에서 캐낸 Gouverneur 대리석으로 건립된 로마네스크 부흥 스타일을 대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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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입니다. 이 Gouverneur 대리석은 뛰어난 품질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유명한 지역
석재입니다.
Schenectady 카운티
Horace Mann School, Schenectady – 이 학교는 1908년 뉴욕시 Hamilton Hill 인근에
급증하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입학을 수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물 캠페인의 일환으로
건립되었습니다.
St. Columbia School, Schenectady –이 1923년 교구 부속 학교는 뉴욕시에서 가장
오래된 이민자 단체인 Schenectady의 아일랜드 카톨릭 신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단체는 1920년대에 뉴욕시 전역으로 널리 퍼졌습니다.
Suffolk 카운티
Babylon Library, Babylon – 이 신고전주의 부흥 스타일의 도서관은 1911년에
건립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미 전역의 작은 마을과 타운에
도서관을 세우는 거국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aniel & Henry P. Tuthill Farm, Jamesport – 이 유서 깊은 가족 농장 건물에는 그리스
부흥 시절의 농장주택(1840), 헛간(1877), 감자 창고(약 1930년대), 작은 20세기 초
별채가 있습니다.
Washington 카운티
Burton Hall, North Easton – 1901년에 건립된 이 건물은 평생 동안 Easton에 거주했던
Isaac A. Burton이라는 주민의 박애정신으로 건립되었습니다. 그는 Easton 주민들의
회합 장소 겸 타운 정부 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했습니다.
Wyoming 카운티
Barna C. Roup House, Perry – 1898년에 건립된 Queen Anne 스타일의 저택은 이
마을의 주요 경제 성장기에 세워진 건물로, 이 집의 주인은 유명한 지역 변호사인 Barna
C. Roup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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