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1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주 및 국가 유적지 보존 위원회가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될 

18개 후보지를 추천했다고 발표  

  

지역들은 허드슨 밸리의 '제비꽃의 왕', 서던 티어의 19세기 운하, 생생한 핑크 하우스와 

19세기 업스테이트 종교 지역사회가 시작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식기 제조업체 등 

다양한 역사를 대표  

  
  

Andrew M. Cuomo는 오늘, 뉴욕주 역사보존 위원회(Board for Historic Preservation)가 

18개의 다양한 부지를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한 때 제비꽃 

산업으로 유명했던 허드슨 밸리, 롱아일랜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의 초기 

고향, 서던 티어의 경제를 활성화했던 19세기 운하의 잔유물, 19세기 종교 지역사회에 

의해 설립된 국제적으로 알려진 업스테이트 식기 회사의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장소는 뉴욕의 우수한 점과 

우리 국가의 역사에 대한 엄청난 공헌을 보여줍니다.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이러한 

랜드마크를 등재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해당 장소와 관리자들이 이 위대한 주의 최고의 

장소를 보존, 개선, 홍보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목록에 등재될 경우, 부지 재건축으로 

소유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가 보조금과 주 및 연방 역사 관련 재건 세금 공제 

등의 다양한 공공 보존 프로그램과 서비스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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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ation) 커미셔너 Erik Kulleseid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지들은 우리 주,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의 광범위한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인식은 수년 

동안 많은 사람이 뉴욕의 매혹적인 역사를 보호하고 감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립공원의 역사보존부 부커미셔너 Daniel Macka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보존부(Division for Historic Preservation)는 우리 주의 다양한 인구의 역사를 

대표하는 역사적 장소를 지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전 등록부 지정은 최근 아프리카계 미국인 매장지, 자유 흑인 지역사회와 관련된 

고고학 부지, 뉴욕시 도서관의 실업가 Andrew Carnegie의 유산, 반유대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허드슨 밸리 골프 클럽, 프로 야구의 초기 역사와 관련된 캐츠킬 부지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2013년 주지사가 주정부의 재건 세금 공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한 이후, 주 및 연방 

정부 프로그램은 역사적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활성화를 완료하는 데 투자금 수십억 

달러, 소유자가 있는 역사적 주택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는 건물, 구조, 지역, 풍경, 역사적으로 중요한 물건 및 현장, 건축, 

고고학, 뉴욕주와 미국의 문화 등의 공식 목록입니다. 국가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는 12만 곳 이상의 부지가 개별적으로 혹은 역사적인 

구역의 구성 요소로 존재합니다. 뉴욕주 전 지역에서 부동산 소유자, 지방 자치 단체, 

지역사회 조직들이 추천받은 유적지들을 후원했습니다.  

추천된 곳들이 주 역사보존 담당관인 커미셔너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유적지 등록부(New York State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추천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추천 장소들의 더 많은 정보와 사진은 공원, 여가 및 역사보존 사무국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도 지역  

그리니치 교육구 11번 학교(Greenwich School District School No. 11), 센터 

폴스(Center Falls), 워싱턴 카운티 - 1850년대에 이 농촌 지역사회에서 개교하였으며, 

이 방 하나의 교사는 19세기 동안 배튼킬 리버(Battenkill River)를 따라 개발된 방앗간 

근처 마을 중 하나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학교는 1944년에 문을 닫았으며 현재 비어 

있습니다.  

  

센트럴 뉴욕  

암보이 지구 2번 교사(Amboy District No. 2 Schoolhouse), 이스트 암보이, 오스위고 

카운티 - 이 방 하나의 교사는 1895년에 지어졌으며 학생이 줄어 1952년에 문을 닫을 

때까지 이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학교는 도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70년대에 현재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포스터-허바드 하우스(Foster-Hubbard House), 시러큐스, 오논다가 카운티 - 1872년에 

지어진 이 이탈리아 스타일의 집은 저명한 지역 설계자, 건축가, 그리고 실업가 Simon 

DeGraff가 설계 및 건축했습니다.  

  

웨스트 브로드웨이 상업 역사 지구(West Broadway Commercial Historic District), 풀턴, 

오스위고 카운티 -이 지역은 도시의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의 상업 건축의 

유일하게 남은 영역으로, 8채의 벽돌로 지은 상업 건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parks.ny.gov/shpo/national-register/nominations.aspx


 

 

오네이다 커뮤니티 리미티드 관리 건물(Oneida Community Limited Administration 

Building), 오네이다, 메디슨 카운티 - 원래 1926년에 지어진 이 대학 고딕 양식의 상업 

건물은 1948년과 1965년에 확장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알려진 은식기, 식기, 식탁용 

식기 제조 회사인 이 회사는 오네이다 커뮤니티에서 시작되었으며 1848년 오네이다에 

설립된 유토피아 종교 공동체였습니다. 종교 지역사회는 1880년에 해체되고 은식기 

제조회사인 오네이다 리미티드가 되어 업계에 남았으며, 현재 제조는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네이다에는 관리 및 기업 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Finger Lakes) 

George와 Addison Wheeler 하우스(George and Addison Wheeler House), 이스트 

블룸필드, 온타리오 카운티 - 2005년에 주 및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처음 등록되었으며 

이 19세기 거주지 및 농장 부지에 대한 목록이 확대되어 최근에 인수된 역사적인 헛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Hannah와 George W. Jones 하우스(Hannah and George W. Jones House), 오비드, 

세네카 카운티 - 1873년에 지어진 이 이탈리아 스타일의 저택은 건축적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부유한 부부를 위해 지어진 이 건물은 나중에 장례식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롱아일랜드 

Mary E. Bell 하우스(Mary E. Bell House), 센터 모리치(Center Moriches), 서퍽 카운티 - 

현재 박물관인 이 2층의 목조 가옥은 1872년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족에 의해 

지어졌으며 롱아일랜드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지역사회의 역사를 반영하고 1840년대에 

지어진 근처의 아프리카인 감리교 성공회 교회(African Methodist Episcopal Church) 

설립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1990년대에 이 집은 가족 소유권에서 해제되었으며, 

브룩헤이븐 타운이 소유권을 가져가기 전 2009년에 철거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미드 허드슨  

라인벡 빌리지 역사 지구 확장(Rhinebeck Village Historic District Expansion), 라인벡, 

더치스 카운티 - 250개 이상의 건물, 부지 및 구조물을 포함하는 이 역사적인 지역 

확장은 빌리지에서 한때 번창했던 제비꽃 재배 산업과 관련된 주거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아일랜드계 미국인 거주민을 위해 설립된 이웃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은 기존 1979년에 등재되었을 때 제외되었습니다. 이곳은 20세기 

초 동안 빌리지를 국가의 제비꽃 재배 산업의 중요한 중심지로 만든 플랫 애비뉴(Platt 

Avenue) 지역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제비꽃 온실이 사라졌지만, 이 지역에는 

여전히 "제비꽃의 왕" Ethan A. Coon과 Julius Vonderlinden과 같은 주요 생산자들이 

거주했던 거주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온 성공회 교회(Zion Episcopal Church), 돕스 페리(Dobbs Ferry),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 1830년대에 고딕 복고조(Gothic Revival) 스타일로 지어졌으며 1850년대와 

1870년대에 확장된 이 교회는 여전히 사용 중이며 돕스 페리에서 가장 오래된 종교 

건물입니다.  



 

 

  

모호크 밸리  

힐드레스 농가(Hildreth Homestead), 허키머, 허키머 카운티 -이 농장 부지는 

1860년대부터 있었던 지역의 농업 부문의 성장을 반영하는 이탈리아 스타일의 가정과 

헛간을 포함합니다.  

  

뉴욕시 

Frederick Law Olmstead Sr. 농가(Frederick Law Olmstead Sr. Farmhouse), 스태튼 

아일랜드, 리치몬드 카운티 - 건축가, 작가와 사회 비평가는 1848년과 1855년 사이의 

젊은 나이에 스태튼 아일랜드의 사우스 쇼어에 있는 이 집에 살았습니다. Olmstead는 

뉴욕시에 있는 센트럴 파크(Central Park)와 프로스펙트 파크(Prospect Park)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 나이아가라 폭포 주립공원(Niagara Falls State Park)인 

나이아가라 보호구역(Niagara Reservation)도 설계했습니다.  

  

노스 컨트리  

타원형 목재 접시 공장(Oval Wood Dish Factory), 터퍼 레이크(Tupper Lake), 프랭클린 

카운티 - 1916년에서 1918년 사이에 지어진 이전의 공장 단지는 20세기 초 애디론댁의 

목공 산업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사업은 창고 화재 후 1967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서던 티어  

셔냉고 운하(Chenango Canal), 예선로 및 갑문 106(Lock 106)(워커스 갑문(Walker's 

Lock)), 셔냉고 포크스(Chenango Forks), 셔냉고 및 브룸 카운티 - 1834년과 1836년 

사이에 지어진 셔냉고 운하의 남은 1.3마일 구간으로, 유티카의 이리 운하를 빙엄턴의 

서스케한나 리버(Susquehanna River)와 연결했습니다. 106번 갑문(Lock 106)은 

97마일을 따라 건설된 116개의 갑문 중 하나이며, 여기에는 19개의 수로, 52개의 지하 

배수로, 162개의 교량 및 저수지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운하는 철도와의 재정적 

경쟁으로 1878년에 폐쇄될 때까지 두 카운티의 경제를 활성화했습니다.  

  

웨스턴 뉴욕  

라파예트 플랫(Lafayette Flats), 버펄로, 이리 카운티 - 1897년에 건설된 36개의 고전 

복고(Classical Revival) 스타일의 아파트 건물은 2차 세계 대전(World War II) 시점까지 

도시의 중산층에 주택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가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주민이 교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석판 인쇄 회사(Niagara Lithograph Company), 버펄로, 이리 카운티 - 

1903년에 처음 건설된 이 2층 벽돌 인쇄 공장은 석판 인쇄 산업 성장에 대한 이 도시의 

역할을 반영합니다. 합병 후, 공장은 1992년에 폐쇄될 때까지 계속 운영되었습니다. 

2018~19년 이전에 비어있던 건물은 아파트, 사무실 및 의료 관련 서비스로 다시 

사용되었습니다.  

  

아워 마더 오브 굿 카운셀 로마 가톨릭 교회 단지(Our Mother of Good Counsel Roman 

Catholic Church Complex), 블라스델(Blasdell), 이리 카운티 - 1950년대 초에 세워진 



 

 

건물로, 이 고딕 복고 스타일의 교회, 교구 학교 및 수녀원은 버펄로 남쪽에 위치한 

20세기 중반 교회 단지의 가장 손상되지 않은 곳 중 하나입니다.  

  

더 핑크 하우스(The Pink House), 웰스빌(Wellsville), 앨러게니 카운티 - 1866년에 

지어진 이 이탈리아 스타일의 빌라는 대리석 조각상, 얼음 집, 3층 마차 헛간, 전망대 및 

원래 주인 Edwin P. Hall이 수많은 화석 컬렉션을 보관한 화석 보관소(Fossil House)로 

알려진 건물 등 역사적 특징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화석들은 올버니에 있는 

뉴욕 주립 박물관(New York State Museum)과 피츠버그의 Carnegie 박물관(Carnegie 

Museum)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이 소유한 이 집은 그것의 이름을 부여한 

원래의 분홍색 외부 색상을 유지합니다.  

  

뉴욕주 공원, 여가 및 역사 보존 사무국은 2019년에 7,700만 명의 방문객을 수용한 

250개가 넘는 개인 공원, 유적지, 레크리에이션 트레일, 보트 진수장 등을 감독합니다. 

최근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주립 공원 및 방문객들은 생산 및 판매액으로 50억 달러, 

민간 부문 일자리 54,000개, 28억 달러 이상의 추가적인 뉴욕주 총생산(GDP)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레크리에이션 활동 장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518-474-0456번으로 전화하시거나 parks.ny.gov를 방문하시고 또는 

페이스북(Facebook)에 접속하거나 혹은 트위터(Twitter)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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