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배포용: 2019 년 9 월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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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개 후보지 추천했다고 발표

뉴욕은 다양한 역사를 인식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선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유적지 보존 위원회(New York State Board for
Historic Preservation)가 주립 및 국립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14 곳의 부동산, 자원, 구역 등의 추가 등재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명은 뉴욕주 역사의 놀라운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뉴욕의 풍부하 고 다양한 역사의
독특하고 매혹적인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뉴욕주 및 국립 사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이러한 장소을 추가하여, 이곳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 온전히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곳을 보호 하고, 보존하며, 홍보할 수 있습니다."
주립 및 국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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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년 주지사가 주정부의 재건 세금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후, 주 및 연방 정부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완료하는 데 10 억 달러, 소유자가 있는 역사적 주택에 수 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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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사회 조직들이 추천받은 유적지들을
후원했습니다.
공원 및 여가, 역사 보존청(Office of Parks, Recreation and Historic Preservation)의
Erik Kulleseid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유적지를 보호하고
활성화하여, 우리는 현명한 방식으로 경제 성장과 관광산업, 지역사회 자부심을

장려합니다. 우리는 뉴욕의 새로운 세대를 그들에 게 활성화 하 고 연결 하기 위해 이러한
장소의 관리 인력과 협력하여 활성화하고 뉴욕의 새로운 세대를 이곳과 연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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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 지역
리빙스턴, Glenco Mills 감리교 예배당(Glenco Mills Methodist Chapel) -1869 에 세워진
예배당의 건설은 뉴욕시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리빙스턴
출신의 Isaac Shaurman 이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한
예배 장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회에 기부했습니다.
올버니, 워싱턴 애비뉴 코리도 역사 지구(Washington Avenue Corridor Historic District) 올버니에서 가장 중요한 주요 도로 중 하나인 이 지구는 수많은 중요 공공 기관 을 비롯해
19 세기 초부터 20 세기 중후반 시기에 미국의 수많은 주요 건축 스타일 및 트렌드를
포괄하는 일종의 건축물 백과사전을 자랑합니다. 그 결과 도시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채롭고 드라마틱한 시내 도로조경이 탄생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클라이드, 클라이드 다운 타운 역사 지구(Clyde Downtown Historic District) --이 지구는
유서 깊은 워싱턴 스퀘어 공원(Washington Square Park)을 둘러싸고 있는 복합 상업 및
소규모 주거 지역입니다. 1820 에 세워진 이 공원은 공원과 서쪽의 이리 운하(Erie
Canal), 동쪽의 주택가 사이에서 발생한 상업적 성장과 함께 빌리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로체스터, 폴비노 빌딩(Polvino Building) - 이 건물은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를 따라
위치한 복합 용도 건물에서 이탈리아인 소유의 사업체들이 소규모 상점을 개점하면서
1925 년 건설되었습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출신의 이민자 Anthony Polvino 의 센트럴
파크 퍼니처 컴퍼니(Central Park Furniture Company)를 비롯해, 그의 조카의 사업장이
있던 장소입니다.
로체스터, 파크 애비뉴 역사 지구(Park Avenue Historic District) - 19 세기 말부터 20 세기
초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이 풍부하게 세워졌던 시기는 도시가 성장하고 중산층

주민들이 도심 바깥으로 이동하여 외곽에 새로운 마을을 세우는 가운데, 로체스터의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모호크 밸리
트라이브 힐, 다나스카라 플레이스(Danascara Place) - 주택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은
전설적인 퇴역군인 Frederick Visscher 대령을 위해 1795 년경 만들어졌습니다.
1870 년경 Visscher 의 고손자인 Alfred DeGraff 는 이곳을간단한 벽돌집에서 이탈리아
및 기타 양식을 접목시킨 넓은 주택으로 바꾸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무료 도서관(Amsterdam Free Library) - 이 신고전주의 보
아트(Neoclassical Beaux-Arts) 양식의 도서관은 늘어나는 암스테르담 인구가 이용할 수
있는 더 큰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어 번영의 시기였던 1903 년
개장했습니다. 이는 올버니의 유명 건축가 Albert W. Fuller 가 설계했습니다.
에드메스턴, 러더포드 하우스(Rutherford House) - 1868 년경 의사이자 타운
슈퍼바이저인 William M. Spencer 박사를 위해 지어진 대규모 목재 주택으로 이후
지역사회에서 인기 있는 지역 호텔으로서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1889 년부터 1910 년까지 전 지역에서 철도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
주택은 훼손되지 않은 이탈리아 양식의 전형입니다.
미드 허드슨
서펀, Richard Pousette-Dart 하우스 앤 스튜디오(Richard Pousette-Dart House &
Studio) - 이 건물은 Pousette-Dart 의 집과 스튜디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는 1959 년과
1992 년 사이에 활동한 중세 추상 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t) 회화의 선구적인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원래 대형 부동산인 밸리 헤드 팜(Valley Head Farm)의
캐리지 하우스로 1916 년경 지어졌습니다.
서던 티어
디파짓 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eposit) - 1880 년 지어진 이 교회는
뉴욕시 출신의 건축가 Lawrence B. Valk(1838-1924)가 설계했습니다. 그는
프로테스탄스 교회의 중요한 설계자로, 강당 설계 교회에 전문성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유연한 계획, 곡선 좌석, 빛나는 복도, 경사진 바닥을 특징으로 하며, 신자와
목회자 간의 거리를 최소화합니다.
왓킨스 글렌 장로교회(First Presbyterian Church of Watkins Glen) - 이 로마네스크
복고주의(Romanesque Revival) 양식의 교회는 왓킨스 글렌이 카운티 중심이자 교통

허브, 지역에서 가장 역동적인 협곡과 폭포를 자랑하는 관광지로 번영하던 1868 년
완공되었습니다.
웨스턴 뉴욕
버펄로, Schaefer 와 형제들 몰트 하우스(Schaefer & Brother Malt House) - 몰트 하우스
및 작은 곡물 엘리베이터는 1880 년에 지어졌으며 1919 년까지 맥주 양조장으로 운영
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이후 리드 초콜릿 컴퍼니(Reed Chocolate Company)에
매각되었다가, 1921 년 메르켄스 초콜릿 컴퍼니(Merckens Chocolate Company)가
인수했으며 1951 년까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이스트 오로라, 성 마티아스 성공회 교회 단지(St. Matthias Episcopal Church Complex) 1928 년에 지어진 영국 고딕 복고주의(English Gothic Revival) 양식의 성공회 교회는
농촌 영어 교구 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고딕 복고주의(Gothic Revival) 건축 양식이
온전하게 보존된 사례입니다. 이것은 20 세기에 걸쳐 지역사회에 있는 교구의 역사와
성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버펄로 시카모어 스트리트 72-74 에 위치한 기숙사(Boarding House) - 도시에 얼마 남아
있지 않은 남북전쟁 이전 시기의 건물 중 하나로, 두 개의 똑같은 건물이 서로 붙어 있는
형태입니다. 아이리시 리즈(Irish Lize)'로 알려진 유명한 유녀 Eliza Quirk 를 위해 1848 년
지어졌습니다. 원래 한 건물은 유곽, 다른 쪽은 임대 건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20 세기 중반까지 기숙사로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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