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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를 추천하는 22곳의 후보지 발표 

 

등재 시 건물 소유주가 건물을 복원하도록 돕고, 다양한 공공 보존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016년, 뉴욕주는 건축물 복원 세금 공제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완료 수에 있어 국가적 

리더로 자리매김해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뉴욕주 사적지보존위원회가 주 및 국가 사적지 

등록부에 22곳의 토지, 자원, 지역을 추가로 등재할 것을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자긍심의 달(Pride Month)의 공로로, Cuomo 주지사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앨리스 오스턴 

하우스(Alice Austen House)가 국가 사적지 등록부에 등재되어 이 유명한 사진작가의 

LGBT 역사상 중요성을 인정하는 데 이르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앨리스 오스턴 하우스(Alice Austen 

House)의 새 역사 유적지 지명은, 이 선구자의 삶의 궤적을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LGBT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의 뉴욕주의 역할을 인정한 것입니다. 뉴욕주의 풍요로운 

역사는 미국의 역사를 형성하도록 도왔으며, 이번 22곳의 추가 지명으로 이 역사적 

장소와 그 역사가 향후 수 세대 동안 뉴욕 주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해 보존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 (State and National Registers) 목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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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주지사가 국가 복구 세액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래로, 주 및 연방 프로그램은 역사적 부지에 3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장려해 

왔습니다. 2016년, 뉴욕주는 건축물 복원 세금 공제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완료 수에 

있어 국가적 리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주 전역의 역사적 건물을 재건하기 위해 

주정부 및 연방 공제를 통해 7억 4,800만 달러의 투자가 창출되었습니다. 완료된 

프로젝트의 2/3 이상이 업스테이트 커뮤니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 커미셔너 Rose Harve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차이를 

만들어 낸 건물 소유주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천연 자원을 

보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을 촉진하며,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역사적 보존물을 수용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 (State and National Registers)는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물 및 현장, 건축, 고고학, 뉴욕주와 미국의 문화 등의 공식 목록입니다. 국가 

유적지 등록부 (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는 12만 곳 이상의 역유적인 건물, 

구조물, 장소 등이 개별적으로 혹은 역유적인 구역의 구성 요소로 존재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 지역 사회 조직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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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스 오스턴 하우스(Alice Austen House) 

 

Austen이 거주했던 17세기 스태튼 아일랜드 주택은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기존 1970년 

등재되었으나, 공개적으로 비전통적 삶을 살아가는 예술가로서의 Austen의 중요성과 

그녀의 사진 작품에서 성 및 사회 규범을 다루는 방식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증보된 국가 유적지 등록부는 Austen이 자신과 53년간 친밀한 동성 

파트너 관계였던 동료 Gertrude Tate와 1917년부터 1945년까지 이 주택에 함께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Austen은 여성의 행동에 대한 동시대의 

사회적 구속에서 탈피하는 “신 여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Austen과 친구들은 

19세기 말 중산층 및 상류층 교육을 받은 여성들이었는데,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남자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Austen의 Tate와의 비전통적인 파트너 관계와 

성 및 사회 규범에 대한 탐구가 그녀의 사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앨리스 오스턴 하우스(Alice Austen House)의 지정은, 뉴욕시 설립부터 

20세기까지의 LGBT 역사를 강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뉴욕시의 폭넓은 LGBT 역사 

유적지 프로젝트(LGBT Historic Sites Project)의 일환입니다. NYC의 문서화된 LGBT 

역사 유적지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와 기관의 대화형 지도를 보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https://www.nyclgbtsites.org/. 프로젝트는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의 저소득 커뮤니티 보조금으로부터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지원금을 받아 자금을 일부 

충당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이 프로젝트는 두 차례의 기금 49,999달러를 받았습니다. 이 

https://parks.ny.gov/shpo/national-register/nominations.aspx
https://www.nyclgbtsites.org/
https://www.doi.gov/pressreleases/interior-department-announces-grants-underrepresented-communities-through-historic-0
https://www.doi.gov/pressreleases/interior-department-announces-grants-underrepresented-communities-through-historic-0


보조금 프로그램은 내무부의 역사 유적지 보존 기금(Historic Preservation Fund)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저소득 커뮤니티와 관련된 국가 유적지 등록부의 등재 목록 

수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앨러게니 의사당(Allegany Council House)  

 

세네카 부족의 요청에 따라, 주정부 심사 위원회(State Review Board)는 세네카 부족 

앨러게니 영지의 앨러게니 의사당(Allegany Council House) 지명 제안을 

고려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지명 찬성에 투표하였으나, 세네카 부족은 부족 보존 

사무국을 보유하고 있어 등록부 국장에게 직접 지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1925년 건설된 목재 프레임 건물은 세네카 부족 문화 및 정부 역사의 20세기 주요 

사건 2개와 관련하여 상당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앨러게니 의사당(Allegany 

Council House)은 세네카 의회의 정기 회의가 이루어진 주요 장소였으며, 킨주아 댐 

프로젝트(Kinzua Dam Project)저지 및 세네카 선거 시 세네카 부족 여성의 투표권 

쟁취라는 세네카 부족의 주요 투쟁 두 가지의 정치적 진원지였습니다. 

 

주도 지역  

• 코아이맨스 선착장 역사 지구(Coeymans Landing Historic District), 코아이맨스 - 

1673년 Barent Pieterze Coeymans이 첫 번째로 정착한 이 선착장은 뉴욕주의 

가장 오래된 지속 정착지 중 하나입니다. 그 역사는 17세기 후반 뉴욕의 네덜란드 

정착촌과 뉴욕주의 18세기 수력 발전 산업 개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 크랜델 극장(Crandell Theatre), 채텀 - 1926년 라이브 보더빌 공연과 극영화 

상영을 위한 장소로 지어진 이 극장은 중요 지역 유지 Crandells 가(家)의 후원 

아래 마을의 발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오크 힐 역사 지구(Oak Hill Historic District), 더럼 - 이 지구의 건물 및 구조물은, 

거친 캐츠킬 산기슭의 독립 전쟁 시대의 정착지에서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제조 

및 상업 회사, 호텔, 종교 단체를 갖춘 번영하는 마을로 진화한 오크 힐 개발의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 모건 던 하우스(Morgan Dunne House), 시러큐스 - 1911년 건설된 이 하우스는 

20세기 초의 예술 및 공예 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시러큐스의 

다작 건축가 Ward Wellington Ward가 디자인한 주택입니다.  

• 사가모어 아파트 하우스(Sagamore Apartment House), 시러큐스 - 1926년 

건설된 이 복합 단지는 20세기 초 시러큐스의 성장하는 도시 중산층의 요구를 

수용하는 새로운 주택 유형을 반영합니다.  

• 웨스트 하이 스쿨(West High School), 오번 - 1938년 건설된 웨스트 하이 스쿨은 

산업 인력으로 성장하려는 학생들의 직업 훈련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전통 학교와 



차별화되었으며, 이 학교의 디자인은 실습 및 작업 중심의 워크숍 스타일 교실을 

포함시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 뉴베리 빌딩(Newberry Building), 바타비아 - 1세기 이상 동안, 이 건물은 바타비아 

상업 메인 스트리트의 주요 거점 역할을 했으며, 1881년부터 1929년까지 지역 

기업 사무실로, 1929년부터 1996년까지는 JJ Newberry 잡화점(five-and-dime) 

체인 소매점의 지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워런-베넘 하우스(Warren-Benham House), 브리스톨 스프링스 - 튜더 왕조 복고 

양식의 여름 별장은, 제한 농업과 여름 증기선 여행 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에서 

캐넌다이과 호수의 개인 소유지 및 휴양 별장 기반 경제로 전환될 시기인 1924년 

건설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 샤를 앤 안나 베이츠 하우스(Charles and Anna Bates House), 그린포트 - 1845년 

그리스 부흥 시기의 주택이 1870년 계절 기숙사로 변모하였으며, 롱아일랜드 

철도가 그린포트를 리조트 커뮤니티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 조지 섬너 켈로그 하우스(George Sumner Kellogg House), 볼드윈 - 1899년부터 

1900년까지 남북 전쟁 베테랑 George Sumner Kellogg를 위해 설계 및 건설된 이 

주택은 앤 여왕 (Queen Anne) 스타일이 온전히 남아있는 마지막 주택입니다.  

• 390 Ocean Avenue에 위치한 주택, 매서피쿠아 - 1913년 지어진 이 주택은, 초기 

매서피쿠아 주거용 주택 개발 시기에 National Fire Proofing Company의 타일과 

Ludowici 지붕 타일로 건설되었습니다.  

• 세컨드 앤 오스트랜더 역사 지구(Second and Ostrander Historic District), 

리버헤드 - 이 지구는 다운타운 리버헤드의 중요 주거 지역이었으며, 새 계획 

거리에 첫 번째 주택이 들어선 1840년부터 1958년까지 마을의 상업 거리로 

성장해 왔습니다.  

• 스완 리버 스쿨하우스(Swan River Schoolhouse), 이스트 패쵸그 - 1858년 

지어진, 그리스 부흥 시기 및 이탈리안 스타일 디테일을 갖춘 이 원룸형 학교는 

1936년 폐교되어 학생들이 신형 학교로 옮길 때까지 성장하는 커뮤니티에 봉사해 

왔습니다.  

 

미드 허드슨  

• 구메르 묘지(Gumaer Cemetery), 고데프로이 - 이 공동묘지는 아마도 오늘날 

오렌지 카운티 내에서 유럽 이주민들이 사용하는 가장 오래된 묘지일 것이며, 



영국 왕실이 1697년 부여한 Peenpack Patent의 초기 정착을 문서화 한 자료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료입니다. 

 

뉴욕시  

• Ohab Zedek 교회(Congregation Ohab Zedek), 맨해튼 - 헝가리 출신 신자 Ohab 

Zedek을 위해 1926–27년 지어진 이 교회는 뉴욕시가 세계에서 가장 큰 유대인 

인구 밀집 지역이 되었을 때부터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 

 

노스 컨트리  

• 첫 번째 루이스 카운티 서기 사무실(First Lewis County Clerk’s Office), 

마틴스버그 - 이 지역 지주 Walter Martin은 1847년 마틴스버그가 군청 

소재지로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카운티 서기 사무실을 짓도록 지원하였으며, 

이후 이 곳은 지역 박물관이 되어 지역 자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 레이디 트리 오두막(Lady Tree Lodge), Saranac Inn - 1896년 지어진 이 건물은 

20세기 초 최고의 호텔 중 하나였던 Saranac Inn과 역사적 관련이 있으나, 다음 

유명인사 두 명의 개인 별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텍사스 신문기자 Alfred H. 

Belo 대령 (1839-1901)과, 1908-1909년에 이 건물을 여름 집무실로 사용한 

Charles Evans Hughes 뉴욕주 주지사.  

• 스틸워터 산 화재 감시 본부(Stillwater Mountain Fire Observation Station), 웨브 - 

이 강철 탑은 몇 차례의 심각한 산불 발생 후 설립된 주 관할 화재 감시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1919년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Verplanck Colvin이 1882년 애디론댁의 

설문조사 기간 동안 삼각점(三角點)으로 사용하기 위해 산 정상에 세운 목재 탑이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서던 티어  

• 세인트 매튜 성공회 교회(St. Matthew’s Episcopal Church), 호스헤즈 - 온전히 

남아있는 이 단순한 고딕 양식의 교회는 1866년, 4년 전 설립된 소규모 교회가 

현지 생산한 벽돌을 사용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 델라웨어 애비뉴 침례 교회(Delaware Avenue Baptist Church), 버펄로 - 

로마네스크 복고 양식의 교회는 1894-1895년 사이에, 19세기 말 도시의 가장 

세련되고 유명한 거리 중 한 곳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주요 성소의 매우 잘 보존된 

내부 장식으로 유명합니다.  



• 스프링빌 첫 번째 침례 교회 (First Baptist Church of Springville) (범위 확장) - 이번 

지명으로 2008년 국가 유적지 등록부 등재 범위를 확장하여 1887년 앤 여왕 

스타일 목사관이 포함됩니다.  

• Linde Air Products Factory, 버펄로 - 독일 기반 회사인 Linde Air Products 

Company가 1907년 개장한 이 공장은 미국 최초의 산소 추출 설비로, 아세틸렌 

토치용 가압 산소를 생산하고 액체 산소 운송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1942-1946년 사이에 이 공장의 

실험실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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