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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보존 프로그램 
역사 보존 프로그램(HISTORIC PRESERVATION PROGRAM)은 시애틀에서 400

개 이상의 역사적 구조물, 유적지, 유물, 선박 및 8개의 역사적 지구를 지정하고 보호

하는 작업을 담당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건 및 신규 공사에 대한 높은 표준을 유지

하는 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질, 특징 및 고유성이 가진 가

치를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미래를 위해 과거를 보존  

역사 보존을 위한 시애틀의 노력은 

많은 사랑을 받던 여러 건물의 철거와 시내의 파이어니어 스퀘

어(Pioneer Square) 및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도시 재개발” 계

획 제안을 봉쇄했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0년 시

애틀 시 의회는파이어니어 스퀘어(Pioneer Square)를 시 최초의 

역사 보존 지구로서 부활시켰으며 그로부터 2년 후 유권자들은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 역사 지구에 대한 이

니셔티브에 찬성했습니다. 

1973년 시애틀 시 의회는 역사적,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시의 건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역사

적인 건물 보존 명령(Landmarks Preservation Ordinance)을 채택했고 가장 오래된 주택인 워드 하우스

(Ward House), 미래적인 스페이스 니들(Space Needle)을 포함해 400개 이상의 구조물과 유적지가 선정

되었습니다.  
 

역사 지구 
1970년 이후 시애틀은 8개의 역사 지구를 설정했습니다. 각각의역사 지구에는 역사 보존 프로그램에서 

담당 직원들을 배정한 시민 검토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는 해당 지구 내의 역사적인 건물의 

개조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 시 구조물과 공공 공간의 건축적, 역사적 가치를 시의 명령에 따라 수립된 절

차와 기준에 맞게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역사 지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적인 건물 보존 위원회(Landmark Preservation Board)는 역사적 건물, 장소 및 유물에 대한 시의 규
정을 감독합니다.  

 밸러드 애브뉴(Ballard Avenue)  

 컬럼비아 시티(Columbia City)  

 포트 로턴(Fort Lawton)  

 하버드 벨몬트(Harvard-Belmont)  

 국제 지구(International District)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Pike Place Market) 

 파이어니어 스퀘어(Pioneer Square)  

 샌드 포인트 해군 항공기지(Sand Point Naval Air Station)  

파이어니어 스퀘어 퍼골라(Pioneer Square Perg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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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사이트 — 보존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확인 경로  

저희 웹 사이트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시애틀의 풍부한 역사적, 건축적 유산을 보

존하는 흥미롭고 중요한 활동을 위한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 웹 사이트는 주민, 사업체, 

건물 소유주, 건축가, 설계자 및 기타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개별 역사적 건물 및 역사 

지구에 적용되는 시애틀의 법률 절차를 안내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웹 사이트는 

또한 다음의 사항도 제공합니다:  
 

 건물 소유주에 제공되는 역사 보존 인센티브 요약  

 각 지구의 회의 주제 및 회의록을 포함해 시의 여덟 역사 지구에 대한 정보     

 역사적 관심 사항에 대한 지역 및 국가적 자료 링크  

    지정된 역사적 건물의 목록  
 

역사적 자원에 대한 조사  
2000년에 시애틀 시는 역사적 자원에 대해 조사하고 그 목록을 생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건축 역사 전문가 및 자원 봉사자들이 근린 상업 지구, 1906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 및 시 소유

의 자원을 포함해 시 전역에 있는 8,500개 이상의 건물에 대해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자원은 저희 웹 사이트에서 대중에 공개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습니다.  
 

교육 및 지원  
역사 보존 프로그램(Historic Preservation Program)은 역사적인 건물 지정 절차 및 역사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과 단체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사 및 목록 작성 프로젝트  

 지역사회 단체에 대한 지원  

 개별 건물 소유주에 대한 일대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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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Stables(사진 제공: Lara Swimmer)  

연락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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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600 Fourth Ave, 4th Floor 

                   P.O. Box 94649, Seattle WA 98124 

전화번호:      (206) 684-0228 

웹 사이트:    seattle.gov/neighborhoods/preservation 

Gaslight Inn 

http://www.seattle.gov/neighborhoods/preser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