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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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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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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은 버펄로 시의 학교 시스템 내에서 특수 교육을 제공한 첫번째 학교에서부터 지하 

철도를 따라 이름을 지은 엘마이라 공공 주택 단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범위의 뉴욕 

역사를 반영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역사는 이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랜드마크와 사적지의 추천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주의 풍부한 문화 

유산의 일부를 확실하게 유지 보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 및 국가 사적지 등록부에 이 

자산들을 등재하는 것은 뉴욕주 전 지역의 문화유산 관광산업을 지원하려는 활동을 

진행시키는 한편, 오늘날 뉴욕이 위대한 주의 모양을 갖추도록 도움을 주었던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경의를 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Rose Harvey 공원, 여가, 사적보존 사무국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주목할만한 역사적 특성을 획득하게 된 사적지 소유주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것은 

모든 천연 자원을 보존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산업을 촉진하며, 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역사적 보존물을 수용하는 중요한 발걸음 

입니다.” 

 

주 및 국가 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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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들이 역사관련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주택 개조에 뉴욕주 전 지역에서 

1,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동안, 주 사적보존실에서 관리하는 실적에 자극을 받아 

사적지 등록부에 등재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5년에 뉴욕주 전 지역에 

5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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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학, 뉴욕주와 미국의 문화 등의 공식 목록입니다.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는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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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된 곳들이 뉴욕주 역사 보존 담당관의 승인을 받게 되면 이들은 뉴욕주 유적지 

등록부에 등재가 되고 다음 단계로 국가 유적지 등록부에 추천됩니다. 국가에서 



검토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국가 등록부에 기재됩니다. 추천 장소들의 더 많은 정보와 

사진은 공원, 여가, 사적보존 사무국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욕시 

 

Hudson Theatre, 뉴욕 – 유명한 제작자인 Henry B. Harris의 극장 제국의 일부로 

1902년에서 1903년에 걸쳐 건설된 Beaux-Arts 극장은 맨해튼 브로드웨이 극장 구역 

내의 얼마 남지 않은 20세기 초기 극장 중의 한 곳 입니다. 

 

허드슨 밸리 

 

Blauvelt-Cropsey Farm, 클락스타운 – 19세기로 접어들 무렵 Blauvelt 가족이 세운 

Blauvelt-Cropsey 저택은 대단히 온전하고 인상적인 형태로 유지되어온 네덜란드와 영국 

건축 양식이 혼합된 사암 주택입니다. 1890년대 이래, 현재 이 저택에 살고 있는 

Cropsey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습니다. 

 

John Green House, 나이액 – 1819년경 건설된 이 저택은 나이액의 성장 초기에 

지어져서 얼마 남지 않은 건물들 중 한 곳이며, 이 지역 사회가 지역 상업 번화가로 변할 

수 있도록 도와준 Nyack Turnpike와 정기 증기선 서비스를 설립한 John Green의 

주택이었습니다. 

 

Stanfordville Station, 스탠포드빌 – 1889년에 지어진 이 복합건물은 동서 노선을 

완료하기 위해서 Poughkeepsie Railroad Bridge Company가 설립한 단기간에 소멸된 

Poughkeepsie 및 Connecticut Railroad를 위해 지어진 3곳의 역들 중 마지막으로 남은 

역입니다. 

 

St. John’s Episcopal Church, 플레즌트빌 – 1912년에 지어진 상당히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후기 고딕 복고 스타일의 교회와 1928년에서 1929년에 걸쳐 지어진 교구 

본당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지역 랜드마크입니다. 이 복합건물은 또한 교구 목사관으로 

나중에 이 교구에 통합된 1800년경의 주거시설을 포함합니다. 

 

주도 지역 

 

Cornwallville Cemetery, 콘월빌 – 1824년 첫매장이 시작된 이후, 이 공동묘지는 이 작은 

마을의 첫번째 정착민이자 1788년 가족을 이끌고 코네티컷으로부터 이곳에 도착한 미국 

독립 전쟁 참전용사인 Captain Daniel Cornwall을 포함하여 다수의 출중한 지역사회 

인물들이 쉬고 있는 마지막 휴식 장소 역할을 해왔습니다. 

 

International Shirt & Collar Company Building, 트로이 – 양조를 위해 곡물로 맥아를 

만들기 위해서 187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20세기 전환기에 이 도시를 지배했던 셔츠 

소맷동과 셔츠 칼라를 만드는 제조업의 마지막 일부분이었습니다. 

 

Moss Street Cemetery, 킹스베리 – 이 공동묘지의 가장 초기 무덤은 빠르면 1780년대 

초에 매장된 프렌치 인디언 전쟁의 미국 원주민 무명 참전용사의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여기에는 다수의 유명한 초기 마을 주민들의 무덤이 포함되고 그들 중에는 1812년의 

http://nysparks.com/shpo/national-register/nominations.aspx


미국 독립전쟁과 그 이후의 남북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모호크 밸리 

 

Bagg’s Square East Historic District, 유티카 – 모호크 강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그 

곳의 저지대 평지는 처음에는 다리와 발굽, 나중에는 철도, 보트, 자동차 등의 연속적인 

수송 요충지로 적합했습니다. 이 지구는 19세기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환적 센터로서의 

유티카의 발전을 반영하는 곳입니다. 

 

센트럴 뉴욕 

 

Hawley-Green Street Historic District (경계 확장), 시러큐스 – 1824년에서 1930년 

사이에 지어진 건축 양식의 풍부한 혼합 산물인 107개의 기부한 건물을 추가하여 

1979년에 설립된 원래의 역사지구가 확장되었습니다. 

 

Oak Knitting Company, 시러큐스 – 1899년부터 단계적으로 지어진 이 제조 공장은 이 

도시의 소금 산업의 조기 쇠퇴 후에 도시의 북서쪽 지역에 소금 평지를 재건한 후 지어진 

다수의 대형 산업 건물 중 처음에 지어진 시설 중 한 곳입니다. 

 

Syracuse Lighting Company Building, 시러큐스 – 1893년에서 1950년 사이에 6곳의 

지역에 지어진 이 발전소는 시러큐스에서 산업의 성장과 다양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백 군데의 도시 산업 시설에 전기를 공급했습니다. 

 

서던 티어 

 

Common School 32, 트라우트 크리크 – 1860년에서 1880년 사이 어느 시기에 지어진 

Common School 32는 19세기의 교실이 1개인 농촌 학교의 상징적인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1968년 폐교될 때까지 마을에서 마지막 1개 교실 학교로 

남아있었습니다. 

 

George Washington School, 엘마이라 – 대공황 시대의 공공 사업국의 프로젝트로 

지어진 아르 데코 스타일의 이 학교는 1940년에 학생들에게 개방된 이후, 2006년까지 

지역 초등학교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John W. Jones Court, 엘마이라 – 노예상태에서 도주하여 도시 거주민이 된 사람의 

이름을 따고, 지하철로 활성화 된 이 전후 공공 주택 프로젝트는 아프라카계 미국인들 

전용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엘마이라의 아프라카계 미국인 지역사회의 문화적 

중심지를 형성하는 기관들이 옮겨가게 되는 좋지않은 영향도 끼쳤습니다. 

 

Jewell Family Homestead, 길퍼드 – 대지주가 된 뉴햄프셔 출신의 정착민인 Jewell 

가족이 1824년경 지은 이 저택은 중앙에 굴뚝이 있는 양식의 주거시설이며, 18세기 말 

그리고 19세기 초에 뉴잉글랜드 출신 정착민들이 거주한 지역의 가장 인기있는 주거 

건축 양식중 하나로 뉴잉글랜드를 대표하며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뉴잉글랜드 양식 

건축물의 전형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East Main Street Historic District, 로체스터 – 이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다운타운 

지역에는 가장 오래된 빌딩들로부터 1973년에 지어진 Chase Tower 시설까지 로체스터 

동부지역의 역사적인 상업 및 소매 센터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설명해주는 건물들이 

혼합된 형태로 존재합니다. 

 

Le Roy Downtown Historic District, 르로이 – 1811년에서 1963년 사이에 르로이를 

통과하는 주요 교통 동선을 따라 지어진 주거 및 상업용 건물들이 상당히 온전한 형태로 

남아있는 이 지역은 20세기로 접어드는 전환기에 북적거리던 지역사회의 변경지대 

정착지 성장을 잘 보여줍니다. 

 

Terminal Building, 로체스터 – Broad Street 전면에 첫 번째 건물로 1924년에서 1926년 

사이에 지어진 이 사무실용 건물은 이리 운하 수로가 자동차와 지하철의 통로로 전환된 

후에, 1920년대의 로체스터 다운타운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는 건축물의 전형입니다. 

 

웨스턴 뉴욕 

 

Buffalo Milk Company Building, 버펄로 – 나중에 Queen City Dairy로 전환되는, 

1903년에서 1905년 사이에 지어진 Buffalo Milk Company의 건물은 버펄로 최초의 

대규모 우유회사로서 저온 살균된 우유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F.N. Burt Company Factory “C” Building, 버펄로 – 이 일광 공장 건물은 미국에서 담배 

및 화장품용 상자를 제조하는 가장 큰 제조업체를 위해서 1911년에 지어졌습니다. 

남아있는 다른 Burt 공장 건물들처럼 이 Factory C 또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여성 

경영자 중 한 명인 Mary R. Cass 제너럴 매니저와 관련이 있습니다. 

 

Buffalo Public School #24 (PS 24), 버펄로 – 1930년대에 시작된 PS 24는 몇가지 “시력 

보호” 교실을 운영하였고, 그 다음 십년간 건물은 맹인 학생들을 위한 교과 과정의 “본부” 

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을 규제하는 주와 

연방법에 앞서서 학습 장애와 지적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 설계한 몇가지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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