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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립 및 국립 유적지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를 추천하는 23 곳의 후보지 발표  

  

뉴욕주의 다양한 역사를 인정하는 뉴욕의 활동을 지지하는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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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곳의 부동산, 자원, 구역 등의 추가 등재를 추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지 추천은 뉴욕주 역사의 주목할 만한 다양성을 반영하며, 

후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 소재 역사적인 화가 George Bellows의 

자택, 맨해튼의 미니 공원, 버펄로에 있는 가장 오래된 도구 및 기계 제조 시설 중 하나, 

한 때 “소다 파운틴 킹(The Soda Fountain King)” John Matthews의 자택이었던 

절충주의 화풍의 풍경화 캐츠킬 마운틴 하우스 1855의 실제 모델인 별장.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지 추천은 이 위대한 주 전 지역의 

지역사회들이 뉴욕의 풍요로운 유산을 형성하는 역사적인 명소와 장소들을 보존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 도시와 타운들의 기본 구조를 인정함으로써, 뉴욕은 지역사회 

개발을 지원하고 뉴욕주 전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도록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권장하면서, 모든 지역의 중요한 장소와 자원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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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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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ervation)의 Rose Harvey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지 지정은 

소유주와 관리인들이 이 자산들을 보존하고 개선하는 것을 돕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다양한 장소의 보존은 뉴욕주 전 지역의 번영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립 및 국립 등록부(State and National Registers)는 건물, 건축물, 지역, 풍경,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물 및 현장, 건축, 고고학, 뉴욕주와 미국 문화 등의 공식 

목록입니다. 국립 유적지 등록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된 12만 곳 

이상의 유서깊은 건물, 구조물, 장소 등은 개별적으로 혹은 사적지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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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 지역  

  

듀닉스, 콘월빌 - 1855 년 캐츠킬 마운틴(Catskill Mountain) 농장을 구입하여 “소다 

파운틴 킹(The Soda Fountain King)” John Matthews (1808-1870)의 가족을 위한 

환상적인 여름 휴양지로 변모시켰습니다. 그는 선구적인 소다 파운틴 장치로 부를 

일구었습니다.  

  

화이트홀 소방서(Whitehall Fire Station), 화이트홀 - 이 소방서는 이 빌리지에서 

처음으로 기계화되고 가스로 움직이는 소방차를 수용하기 위해 1913 년에 완공된 후, 

소방서의 첫 부지에 들어서는 재배치된 철도 선로 때문에 1932 년 말의 팀(team of 

horses)에 의해 현재 위치로 옮겨졌습니다.  

  

센트럴 뉴욕  

  

립-롤웨이 코퍼레이션 빌딩 제이(Lipe-Rollway Corporation Building J), 시러큐스 - 

1920-21 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M-4 저먼 셔먼 탱크(M-4 General Sherman Tank)의 600 

파운드 변속기와 같은 탱크 및 중장비 용 변속기의 24 시간 생산으로 잘 알려진, 이 

도시의 다양한 제조업 유산의 핵심 부지입니다.  

  

웜프스빌 장로 교회(Wampsville Presbyterian Church), 웜프스빌 - 웜프스빌 소재 

최초의 종교 단체 건물은 1830 년에 지어진 후, 1878 년에 변형되었고, 원래의 많은 건축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891 년과 1912-1915 년에 확장되었습니다.  

  

핑거 레이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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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언스 다운타운 사적지(Lyons Downtown Historic District), 라이언스 - 이 지구에는 

18 세기 후반 정착지부터 19 세기 초반의 운하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나중에는 20 

세기까지 잘 보존된 정부 및 산업 중심지로서 라이언스의 오랜 역사를 반영하는 256 

건의 자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재패니즈 브리지(Japanese Bridge), 쉘터 아일랜드 - 1905 년에 지어지고 장식용 조경을 

갖춘, 엔지니어 겸 발명가인 Ernest L. Ransome이 설계한 이 교량은 퍼시픽 코스트 

보랙스 컴퍼니(Pacific Coast Borax Company)의 소유주인 Francis Marion Smith가 남긴 

유일한 유적입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  

  

조지 W. 벨로우스 하우스(George W. Bellows House), 우드스탁 - 이 주택은 “애시캔 

파(Ashcan School)” 화풍의 가장 저명한 젊은 화가 중 한 명인 George Bellows (1882-

1925)가 여름 별장으로 1921 년에 지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거칠고 활력이 넘치며 

대담한 스타일로 그려진 복싱 경기와 도시 생활의 초기 작품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킹스턴 시 빈민 구호소(Kingston City Almshouse), 킹스턴 - 1872-1874 년 사이에 

지어진 이탈리아 양식의 건축물인 이 빈민 구호소는 1948 년까지 킹스턴의 노년층의 

빈곤한 주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존 H. 및 사라 트럼불 하우스(John H. and Sarah Trumbull House), 킹스턴 - 1876 년에 

지어진 이 주택은 유명한 건축가인 Arthur Crooks가 설계했습니다. 그는 자연 풍경 속의 

커다란 바위와 절벽 선반에 자리 잡은 인상적인 집을 짓기 위해 고딕 양식을 스틱 양식과 

혼합했습니다.  

  

뉴 기니 커뮤니티 사이트(New Guinea Community Site), 하이드 파크 - 해켓 힐 

파크(Hackett Hill Park) 내의 고고학적으로 중요한 이 유적지는 농촌 정착촌 또는 기존에 

세워진 마을 주변에 노예로 지내던 중 헤어진 가족을 찾거나 이전 주인을 피해 피난처를 

찾으려는 자유 흑인 이주민들이 모여든 시기에, 뉴욕에서 오래 지속된 노예 해방 과정 중 

1790 년경에서 1850 년경까지 활발하게 활동한 초기 자유 흑인 공동체의 

소재지였습니다.  

  

버누이-베비어 스톤 하우스(Vernooy-Bevier Stone House), 와와싱 - 이 유적지에는 18 

세기 중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회암 주택 뿐만 아니라 19 세기 후반에 세워진 

농장 별채의 주목할 만한 수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호크 밸리  

  

어퍼 제네시 스트리트 사적지(Upper Genesee Street Historic District), 유티카 - 이 

도시의 상업 중심지에 위치한 이 건물들은 수년 간의 경제적인 성공, 그 후 이어진 쇠퇴,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Urban Renewal program)의 선구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부훙하려는 노력 등을 보여주는, 1825 년에서 1972 년까지의 지역사회 역사를 

구현합니다.  

  

오네이다 다운타운 사적지(Oneida Downtown Commercial Historic District), 오네이다 

- 이 사적지는 오네이다 피더 운하(Oneida Feeder Canal) 및 유티카-시러큐스 

레일로드(Utica-Syracuse Railroad) 덕분에, 남북 전쟁(Civil War) 이후 지역 교통의 

중심지이자 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도시의 역사적인 진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얼 홀(Earl Hall), 맨해튼 - 1902 년에 완공된 이 건물은 컬럼비아 칼리지(Columbia 

College)의 모닝사이드 하이츠 캠퍼스(Morningside Heights campus)에 세워진 초기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이 건물은 또한 탁월한 건축 설계 사무소인 맥킴, 미드 앤 

화이트(McKim, Mead & White)의 중요한 작품입니다. 얼 홀(Earl Hall)은 또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 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LGBT) 

역사에서, 1967 년 대학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서 컬럼비아(Columbia) 칼리지를 동성애 

학생 그룹이 결성된 미국 최초의 대학으로 만든 학생 동성애자 연맹(Student Homophile 

League)의 본거지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1970 년에 시작된 얼 홀(Earl Hall)의 정기적인 

게이 댄스는 뉴욕시에서 가장 중요한 동성애 사교 행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린 에이커(Greenacre Park), 맨해튼 - 이스트 51 번 스트리트(East 51st Street) 소재 

6,360 평방 피트 규모의 이 공원은 20 세기 중반에 일어난 도심 속의 작은 공원 

운동(vest-pocket park movement)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수십 년에 

걸친 도시 재개발과 도시 지역의 거대한 건축물 파괴 후에 도시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 공원의 조성을 촉진했습니다.  

  

플러싱 매장지의 올드 타운 (마틴의 필드)(Old Town of Flushing Burial Ground 

(Martin's Field)), 퀸즈 - 이 매장지는 1840 년에서 1898 년 사이에 매장된 약 1,000 명의 

주민들을 위한 마지막 휴식 장소입니다. 그 중 대부분은 아프리카 계 미국인과 북미 

원주민의 비율이 매우 높은 플러싱의 가장 가난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리지우드 저수지(Ridgewood Reservoir), 브루클린/퀸즈 - 1865 년에 건설된 브루클린 

시의 이 주요 급수장은 1890 년까지 브루클린을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만들고 

브루클린을 산업에 강한 도시로 만든 증기 엔진을 공급하며 미국에서 가장 큰 맥주 생산 

도시로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을 제공했습니다.  

  



색스 임브로이더리 컴퍼니 빌딩(Saxe Embroidery Company Building), 브롱크스 - 이 

공장 건물은 1904 년에, 처음에는 자수를 놓은 수공예 메달과 모노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가족 소유의 비즈니스를 위해 지어졌으며 궁극적으로 다양한 소규모 지역 제조 회사들을 

수용했습니다.  

  

라나이(LANAI), 맨해튼 - 1911 년에 지어진, 현재 아르고(ARGO)로 알려진 

라나이(LANAI)는 매티스 요트 빌딩 컴퍼니(Mathis Yacht Building Company)에 세운 

유명한 건축업자 John Trumpy가 설계한 초안으로 지은 해안가에 위치한 고급 선상 

가옥입니다. 이 선상 가옥은 남아 있는 선상 가옥 중 가장 오래된 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스턴 뉴욕  

  

잉글 사이드 홈(Ingleside Home), 버펄로 - 1929 년에 세워진 이 식민지 부흥 

건물(Colonial Revival building)은 1976 년까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 이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머신 앤 툴 웍스 팩토리(Niagara Machine & Tool Works Factory), 버펄로 - 

1910 년에 세워진 공장은 20 세기 버펄로에서 건설되고 운영된 정부 방위 

계약(government defense contract)을 위한 프레스, 펀치, 회전식 시트 등을 전문으로 

제작하는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공구 및 기계 제조 시설 중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하우스 클럽 하우스(Westminster House Club House), 버펄로 - 1909 

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사회 복지사들이 클럽 하우스에서 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펼쳤던 정착지 주택 운동(Settlement House Movement)과 관련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물 중 하나입니다.  

  

웨스트 엔드 사적지(West End Historic District), 스프링빌 - 1878 년 스프링빌 및 

사르데냐 철도(Springville & Sardinia railroad) 개통으로 촉진된, 19 세기와 20 세기에 

빌리지 중심에서 서쪽으로 확장된 주거 및 종교 건축물의 온전한 거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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