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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합니다

보존과 해석을 위해

스탠윅스 요새 국립 기념물(Fort Stanwix National
Monument)은 복잡다단한 미국 역사의 한 측면에서 중
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뉴욕주와 미국 동부의 수많은 공
공, 민간 부문 단체와 에이전시에서 공통의 유산을 알리
고 관련된 역사 유적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 공원과 협력
하고 있습니다. 스탠윅스 요새와 식민지 시절의 미국의
역사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 학회에서부터 주립
공원과 국립 공원 등 다양한 파트너 사이트를 방문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의 파트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는 공원 관리 직원을 통해 얻으실 수 있습니다.
2005년 문을 연 마리누스 윌레트 컬렉션 관리 및 교육
센터(The Marinus Willett Collections Management and
Education Center)는 국립공원과 뉴욕 주 로마시, 오네
이다 카운티, 뉴욕주, 오네이다 인디언 네이션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결과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방문자들을 위
한 오리엔테이션과 전시를 제공하며 공원 내 박물관 컬
렉션을 통해 400,000 점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첨단 보
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스탠윅스 요새 국립 기념물은 국립공원 체제 내 400 여
개의 공원 중 한 곳입니다. 국립 공원에서는 모두가 우리
의 전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미국인들이 보호하는 이러
한 특별한 장소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립 공원의 사
명은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게 즐거움과 새로운
영감, 그리고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자연이 만든 환경과
인간이 만든 문화를 보존,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립 공원
과 미국 사회 내에서 제공하는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보
다 자세한 정보는 www.nps.gov에서 제공합니다.

북미의 진로를 바꾼 6
마일 길이의 오네이다
운송로

고대로부터 내려온 모호크강
(Mohawk River)과 우드 크리크
(Wood Creek)를 연결하는 길은 수
천년 동안 대서양과 온타리오 호수
(Lake Ontario) 사이를 여행하는 사
람들에게 중요한 연결 경로로 이용
되어 왔습니다. 여행자들은 오네이
다(Oneida) 인디언 거주지를 통과
하는 이 오래된 경로를 이용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건들과 새
로운 소식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질병까지도 전파했습니다. 유럽인
들이 도착했을 때 이 길을 오네이
다 운송로(Oneida Carrying Place)
라고 불렀으며 이 기간 중에 이곳에
서, 6족 연합의 정착지인 동시에 북
미 지역의 풍부한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오네이다 운송로와 모호크 계
곡의 지배를 두고 국가들 간 전쟁이
벌어진 미국 역사의 한 장을 장식
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전쟁 중에 스탠윅스 요새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전쟁 발발

공원 개요와 안전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

요새 입구까지는 마리누스 윌레트 센터(Marinus
Willett Center)에서 약간 걸어 가야 합니다. 이 요새
주변으로 세 개의 짧은 산책길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오네이다 운송로 쪽으로 연결됩니다. 다른
두 곳은 1777년 포위 작전 당시의 사건의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공원 관리인이 평균 45분 정도 소요
되는 정기 가이드를 매일 제공합니다. 방문자 센터
에서 근무 중인 공원 관리인에게 당일 제공되는 모
든 프로그램의 시간과 장소를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이 공원은 장애가 있는 분들이 이용 가능하며
시각 또는 청각 장애우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들
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주차 건물에 장애인 지
원용 동물과 함께 입장 가능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요새는 정교하게 복원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의가 필요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요새 내, 요새
주변의 땅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걸을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의 여러 지역이 목재로 건축
되었기 때문에 갈라진 부분에 주의해 주십시오. 어
린이들이 벽면이나 대포 주변에서 주의하도록 해
주시고 화기가 있는 장소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며,
무기 시연 시에 반드시 지시를 따르도록 해 주십시
오. 요새 내부에는 피크닉이 가능한 장소가 없습니
다. 애완동물은 반드시 줄로 묶어서 건물 입구 바깥
쪽에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새와 방문자 센터 전체
를 포함한 시설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프랑스와 버지니아 식민지 부대
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에서 충돌
함으로써 프렌치-인디언 전쟁이
라고 명명하는 전쟁이 시작되었습
니다. 이 전쟁은 결국 유럽으로까
지 확장되어 1756년에는 ‘7년 전
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해, 프
랑스군과 아메리카 인디언 연합
군이 모호크 계곡을 공격해서 오
네이다 운송로와 German Flatts
(Herkimer, N.Y.)을 따라 구축되
어 있던 영국군 요새들을 함락시
켰습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영
국 준장이었던 존 스탠윅스(John
Stanwix)가 1758년에 오네이다 운
송로에 진지 구축 명령을 내렸습
니다. 이렇게 구축된 스탠윅스 요
새(Fort Stanwix)는 프랑스군의 침
공을 종결시켰으며 영국군의 군사
작전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1768년 조약

1763년에 프렌치-인디언 전쟁이
종전되었을 때 프랑스는 북미 지
역 내 미시시피 강 동쪽의 모든 권
리를 영국에게 넘겼습니다. 그러
나 전쟁 중에 프랑스와 동맹을 체
결했던 인디언들은 영국의 정책
에 점차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단
독으로 영국과의 전쟁을 시작했습
니다. 폰티악(Pontiac)에서 반란
이 발생하자 1763년 애팔레치아
산맥(Appalachians) 서부에 영국
인의 정착을 금지하는 영국 왕령
(Royal Proclamation of 1763)이
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768
년 인디언과 영국 정착민 사이에
서 분쟁이 발생하자, 인디언 총괄
치안 책임자였던 윌리엄 존슨 경
(Sir William Johnson)이 당시 폐
허로 남아 있던 스탠윅스 요새에
서 오하이오 강 동부와 남부의 땅
의 양도를 6족 연합이 합의한 조약
을 협상했습니다. 이 조약은 이 지
역에 거주하던 다른 부족들의 분
노로 이어졌으며 이후 분쟁을 유
발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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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윅스 요새의 주요 사건
1758 – 영국군이 스탠윅스 요새를
건설한 후 온타리오 킹스턴 (1758),
오스위고(Oswego)와 나이아가라
(Niagara) (1759), 세인트 로렌스강
(St. Lawrence River)과 몬트리올
(1760)에서 프랑스군 요새를 성공적
으로 공략.
1768 – 스탠윅스 요새에서 6족 연

합과의 경계선 조약을 협상함으로
써 앨러게니(Allegheny)와 오하이오
강 동부와 서부의 인디언 토지에 정
착 가능하게 됨. 이 조약은 이 토지
에 거주하고 있던 다른 부족의 분노
를 유발.
1777 – 8월 3일 스탠윅스 요새 포위,

갱스루브는 ‘마지막 한 명까지’ 이 요
새를 지킬 것이라고 맹세. 레저는 아
메리카 지원군이 도착하자 21 동안
의 포위 작전을 포기.
8월 6일 오리스카니 전투(Battle of
Oriskany). 영국군과 인디언이 니콜
라스 허머커가 지휘하는 800 여 명
의 민병대를 매복 공격함으로써 스
탠윅스 탈환 시도 저지. 스탠윅스 요
새 수비군이 영국 국왕파와 인디언
의 주둔 캠프를 습격, 물품 탈취.
1779 – 존 설리번(John Sullivan) 장

군과 제임스 클린턴(James Clinton)
장군이 이끄는 부대가 모호크 계곡
습격과 관련해서 6족 연합의 중심지
인 오논다가 마을들을 파괴. 인디언
의 적개심이 한 층 증가함.
1784 – 스탠윅스 요새에서 합의된 조
약으로 전쟁 중 영국군과 동맹을 맺
었던 6개 부족과의 전쟁이 종전되었
으며 뉴욕 서부와 오하이오 강 북부
에 대한 인디언의 권리를 포기하도
록 강요함.
1788 – 뉴욕 주에서 스탠윅스 요새에

서 오네이다 족과 오논다가 족과의
토지 협상 수행. 상당한 인디언 토지
를 확보함으로써 그 과정 중 미국 연
합과 인디언 지도부에게 큰 부담으
로 작용.

1790 – 스탠윅스 요새에서 오논다가
족과 카유가 족이 뉴욕 주와 토지 협
상을 수행. 전쟁 부채 상환과 병사 급
여 지급을 위해 확보한 상당한 토지
가 매각됨.

미국 혁명 전쟁

미국 혁명 전쟁(American
Revolution War)은 렉싱턴
(Lexington)에서 콩코드(Concord)
에 이르는 지역에서 1775년 개전
으로부터 1783년 파리 조약으로 인
한 종전까지 8년간 지속되었습니
다. 1776년, 대륙 의회(Continental
Congress)는 국가로서의 독립 쟁취
를 토론하였고 조지 워싱턴 장군에
게 이 신생 국가의 북서부 국경의 방
어와 향후 서부 개척을 위한 근거지
를 마련하기 위해 스탠윅스 요새의
재건을 명하였습니다. 이 요새는 신
생 미국의 북부 사령관이었던 필립
슈일러(Major General Philip
Schuyler) 장군을 기리기 위해 슈일
러 요새(Fort Schuyler)로 개명되었
습니다.

1777: 전쟁의 전환점

1777년 여름, 영국의 배리 레저
(Barry St. Leger) 중령(당시 임시 준
장 계급)은 뉴욕주의 장악을 위한 존
버고인(John Burgoyne) 소장의 계
획의 일환으로 군대를 이끌고 모호
크 계곡으로 진격했습니다. 이 군대
는 800 여명의 영국, 독일, 캐나다 출
신 병사, 영국 국왕파와 뉴욕 및 그레
이트 레이트 지역에서 온 800 여명
의 아메리카 인디언으로 구성되었습
니다. 레저 중령은 스탠윅스 요새에
피터 갱스부르(Peter Gansevoort)
대령이 지휘하는 약 800 여명의 대
륙병사(Continental soldier)들로 수
비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8월 3
일 이 요새에 대한 포위 작전을 시작
했습니다.

8월 6일, 스탠윅스 요새 지원을 위해
출발한 니콜라스 허머커(Nicholas
Herkimer) 준장이 이끄는 트라이언
(Tryon) 카운티 민병대가 오네이다
근교 오리스카(Oriska)에서 영국 국
왕파와 인디언의 매복 공격을 받았
습니다. 민병대의 퇴각으로 끝난 이
전투(Battle of Oriskany)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서로 싸워야 했
던 전투였습니다. 6족 연합에 소속
된 원주민들 역시 수 백년 동안 서로
를 하나로 묶어 주었던 평화를 버리
고 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전투
중, 갱스부르의 수하인 마리누스 윌
렛(Marinus Willett) 중령은 요새 밖
으로 나가서 적 포로를 다수 생포하
고 주둔지를 파괴했으며 마차 21 개
분량의 군수품을 탈취해 요새로 운
반했습니다. 이 포위 작전은 대륙
군 측의 베네딕트 아놀드(Benedict
Arnold) 소장이 이 요새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병을 이끌고 도착함으로써
8월 23일 종결되었습니다. 버고인의
패배와 사라고타에서 항복으로 인한
스탠윅스 요새에서의 승리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간의 동맹이 성립
되었습니다.

사라고타 작전, 1777년
6월 – 10월

사라고타 작전(Saratoga Campaign)
은 허드슨 강을 따라 식민지들을 분
리함으로써 미국 혁명 전쟁을 종결
하려고 한 존 버고인 소장이 입안
한 계획입니다. 그의 계획은 캐나다
에서 남쪽으로 챔플레인 호수(Lake
Champlain)까지 이동하면서 타이콘
데로가(Ticonderoga) 요새를 공략하
고 허드슨에서 올버니(Albany)까지
진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뉴욕시에서 북쪽으로 북상 중
이었던 윌리엄 하우 경(Sir William
Howe)과 모호크 강을 따라 동쪽으
로 이동 중인 배리 레저(Barry St.
Leger)와 합류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러나 윌리엄 하우 경은 필라델피아
공략을 위한 작전에 참여했기 때문
에 올버니에 도착하지 못했으며 배
리 레저 역시 무의미하게 21일 동안
스탠윅스 요새를 포위하다 캐나다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버고인은 아메리카 군의 사기를 흔
들어 놓을 정도의 민첩성으로 타이
콘데로가 요새를 쉽게 장악한 후 허
바턴(Hubbardton)에서 아메리카 군
대를 물리치고 앤 요새(Fort Anne)
와 에드워드 요새(Fort Edward)의 공
격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
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가 베닝
턴(Bennington) 급습을 위해 파견
한 헤센 부대(독일용병)이 존 스타크
(General John Stark) 준장과 세스
워너(Seth Warner) 중령에게 패퇴한
것입니다. 버고인은 남쪽으로 계속
행군하다 허드슨에 도달해서 오늘날
뉴욕 스틸워터(Stillwater) 주변 지역
에서 정지했습니다. 이곳은 필립 슈
일러 후임으로 아메리카 사령관으
로 임명된 호레이쇼 게이츠(Horatio
Gates)가 이끄는 아메리카 부대가
베미스 하이츠(Bemis Heights)를 점
령한 곳입니다. 버고인은 프리먼 농
장(Freeman’s Farm) (9월 19일)과
베미스 하이츠(Bemis Heights) (10
월 7일)에서 아메리카 군의 포위선
을 뚫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시도
들 모두가 실패로 끝나고 주변 적군
에 포위된 채 수적 열세로 퇴각도 불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이 영
국군 사령관은 1777년 10월 17일 항
복했습니다.

간주되었습니다. 이 1784년 조약은
1780년대와 1790년대에 발발된 오
하이오 지역 아메리카 인디언 전쟁
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1788년과 1790년의 조약 및
의회

미국 혁명 전쟁 이후 스탠윅스 요새
는 아메리카 인디언과의 관계 속에
서 계속 이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연방 정부의 승인 없이 뉴욕 주와 오
네이다, 오논다가(Onondaga), 카유
가(Cayuga) 사이에서 네 건의 토지
거래가 협상되었습니다. 이 토지 거
래는 이후에 1974년 카난다이구아
조약(Treaty of Canandaigua)에 의
해 연방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몇 년 간 매년 6월 1일에 연간 토지
결제 대금을 받기 위해 오네이다, 오
논다가, 카유가 대표자들이 스탠윅
스 요새에 뉴욕 주 대표와 함께 모
였습니다. 그 결과로 아메리카 인디
언과 뉴욕주 사이에서의 거래로 토
목 공사 등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
어 결국 1827년에는 이리 운하(Erie
Canal)의 개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만한 평화

미국 혁명 전쟁은 1783년에 종전되
었지만, 미국과 아메리카 인디언들
간의 전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1784년 뉴욕에서 종전을 위
해 6족 연합과 스탠윅스 요새 조약을
협상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전쟁 포
로가 석방될 때까지 아메리칸 인디
언 인질들을 구속할 것임을 강압하
는 조약 조항을 통보했으며 6족 연합
대표들이 이 조약에 서명하도록 협
박했습니다. 또한 6족 연합은 서부
개척으로 새로 확보된 오하이오와
서부 펜실베이니아의 토지에 대한
권리 포기도 강압 받았습니다. 또한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미국 영토 내
통치 관할 내에 부속되는 것으로

1784 년 6족 연합과의 조약
사진 제공: U.S. NATIONAL ARCHIVES

요새 구조 가이드
현재 스탠윅스 요새의 모습은 미국 혁명 전쟁 당시의 모습과 거의 동일합
니다. 뉴욕 주 로마시와 미국립 공원은 공동으로 여러 원본 도면과 문서를
이용해서 1776년의 원래 모습에 근접하도록 복원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본부 건물, 초소, 출격구, 화장실, 외곽 보루 등은 복원되지 않았습
니다. 투어 지도 그림에 표시된 숫자는 그 아래 번호가 부여된 본문 대로 요
새의 주요 부분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라벨은 다음 용어 설명에서 제시된
기술적인 요소들을 나타냅니다.

와책(Fraise) – 적이 요새를 기습공격 하지 못하도록 성곽에 수평 방향으로
바깥쪽을 향하도록 세운 끝이 날카로운 목책.

둔덕(Berm) – 배수로로 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형성한 난간과 배수로 사이
의 좁은 공간.

초소(Sentry Box) – 날씨가 좋지 않을 경우 초병이 몸을 피할 수 있는 작은
구조물로 각 보루의 난간 위에 설치.

보루(Bastion) – 요새의 돌출한 각이나 모서리.
포곽(Casemate) – 군수품을 보관하거나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요새 내부
벽을 지지하도록 건설한 목재 건물.
복도(Covered Way) – 배수로 주변에 형성된 일종의 도로로서 제방이 형성
하는 작은 난간으로 보호됨. 요새 주변으로 경량형 공성병기와 부대를 이동
하기 위해 사용함.
외벽(Curtain Wall) – 보루를 연결하는 요새의 일부분.
배수로(Ditch) – 공격자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요새 벽 전체나 일부 주변
의 땅을 굴착해서 형성한 구조.
총안(Embrasure) – 대포를 발사할 수 있도록 난간에 형성한 구멍. 이 각도
에 따라 화포의 공격 범위가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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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Glacis) – 요새 주변에 약간 경사지도록 구성한 지형으로 복도로부터
주변 지역으로 연장됨.
난간(Parapet) – 요새의 병사와 무기를 적의 포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곽 위에 설치된 흉벽.

요새 탐험

1 – 윌레트 센터(Willett Center). 스탠윅스 요새와 모호크 계속에서의 미국
혁명 전쟁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된 이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인
터렉티브 프로그램, 선물, 기념품 가게 등을 이용해 보세요.
2 – 도개교(Drawbridge). 샌드윅스 요새에 어떤 유형의 도개교가 있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설치된 도개교는 그 당시 일반적인 양식을 따
라 건설되었습니다. 양쪽에 각각 550 킬로그램 짜리 평형추로 작동하는 방
식으로 사람이 직접 작동을 시작해서 트랙을 따라 추가 내려가면 다리 상판
이 올라 갑니다. 상판을 다시 내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기둥들을 이용해서 상
판의 무게로 추가 다시 트랙 위쪽으로 올라 갈 때까지 다리 상판을 눌렀다고
합니다.
3 – 남동쪽 포곽(Southeast Casemate). 이 구조물은 병사들의 병영으로 사
용되었습니다. 문에 표시된 이름 (Jansen)은 중대 지휘관을 나타냅니다. 짚
단을 채운 긴 침대는 ‘구유통’이라고 불렀는데 10~12 명이 나란히 여기에서
잤습니다.
4 – 남동쪽 보루(Southeast Bastion). 이 보루 아래 이 요새의 제빵소가 있
었습니다. 병사들의 식사로 주로 빵이 제공되었으며 매일 병사 1인 당 빵이
나 밀가루 1 파운드가 지급되었습니다. 보루에 형성된 큰 구멍은 복원되지
않은 화장실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5 – 창고(Storehouse). 이 건물은 원래 군수품 보관 장소로 사용되었으며 병
참 장교가 사용하던 방도 포함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현재 이곳에
공중 화장실이 있습니다.
6 – 동쪽 병영(East Barracks). 이 건물에는 장교용 예비 숙소, 드윗(DeWitt)
및 블리커(Bleeker) 휘하 병사용 숙소, 초급 장교 숙소 등이 있었습니다.
7 – 출격구(Sally Port). 스탠윅스 같은 요새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출격구
는 요새 외부의 시내 등에서 물을 얻기 위해 엄호 아래 소규모 병사들이 요
새 외부로 나가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윌레트(Willett) 중령은 출격구를 이용
해서 영국군 포위망을 뚫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출격구 양쪽에 있
는 포곽은 병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8 – 북동쪽 보루(Northeast Bastion). 이 포위 작전이 수행되던 시기에 이
보루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영국군은 포위 작전 초기
에 이 지점에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영국군 대포는 현재 붉은색 벽돌 고층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북쪽 약 600 야드 지점에 배치되었습니다. 레저가 이
끄는 군대의 주 숙영지는 바로 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9 – 장교 숙소(Ofﬁcers’ Quarters). 협소한 공간과 잠자리 부족으로 이곳에
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한 병사 벙커와 가구가 거의 없는 장교 숙소 형태가 일
반적이었습니다. 포위 공격 시에는 4~8 명의 장교들이 이 공간을 함께 사용
했습니다.
10 – 포병 장교 숙소(Artillery Ofﬁcer’s Quarters). 포위 공격 당시 이 숙소
는 주로 메사추세츠와 코네티컷 출신으로 구성된 30 명 규모의 포병 부대를
지휘한 조셉 사비지(Joseph Savage) 대위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1 – 사령관 숙소(Commandant’s Quarters). 피터 갱스부르 대령이 사령관
숙소로 사용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숙소는 가장 화려한 가구들이 배치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갱스부르 대령은 ‘송아지 고기, 비둘기, 다양
한 생선’ 등 다양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12 – 스탭 숙소/식당(Staff Room/Dining Room). 이 숙소는 그 당시, 갱스부
르 대령 휘하 장교와 장교 지원 인력의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장
교 식당과 사교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3 – 장교 숙소(Ofﬁcers’ Quarters). 일반적으로 이 정도 크기의 방 하나는
장교 2~3명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 모습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임무를 마친 수비대가 연대별로 임무를 인계 받을 때 요새 숙소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14 – 중앙홀(Hearth Room). 원래 장교용 숙소였던 이 방은 현재 1970년대
발굴 당시 상황과 벽난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15 – 북서쪽 보루(Northwest Bastion). 이 보루 아래에 위치한 무기고는
영국군이 포위 공격 시 화약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공격 목표로 삼았던 곳입
니다.
16 – 서쪽 포곽(West Casemate). 이곳 역시 원래는 남동쪽 포곽에서 볼 수
있는 침대들이 있던 병영이었습니다.
17 – 서쪽 병영(West Barracks). 이곳 역시 그렉(Gregg) 대령 휘하 병사들의
숙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공원 관리인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
며 혁명 전쟁 당시 미국인의 생활에 대한 짧은 영화가 상영됩니다.
18 – 남서쪽 보루(Southwest Bastion). 현재 국기 게양대가 있는 이 보루
아래에는 병사들의 치료를 위한 간이 병원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료 도구
들이 전시 중입니다.
19 – 남서쪽 포곽(Southwest Casemate). 이 지역은 요새 내 민간인 인부들
의 숙소였습니다. 현재 공원 사무소로 이용되며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습
니다.

National Park Servic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Fort Stanwix National Monument
112 E Park Street
Rome, NY 13440

EXPERIENCE YOUR AMERICA™

모든 길은 로마로
스탠윅스 요새는 뉴욕 주 로마 시의 시내, 제임스 거리
(James Street)와 이리 대로(Erie Boulevard)의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윌레트 센터와 요새는 추수감사절
(미국), 12월 25일, 1월 1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자 센터
GPS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 North James Street,
Rome, NY 13440. 로마시를 통과하는 모든 주요 도로
(state route - 26, 46, 49, 69, 365, 90)를 통해 이곳을 방
문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Thruway (90)를 통해 로마시
로 오실 경우 Westmoreland, N.Y.에서 32번 도로로 나
오신 후 표지판을 따라 로마 시내로 이동하십시오. 이
공원이 보이는 곳에서 시립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습
니다. 이곳에서 2블럭 이내의 거리에 있는 리버티 거리
(Liberty Street)에 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1마일 정도
에 있는 마틴(Martin) 거리에서 철도(Amtrak)를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여객 공항은 시라큐스 공항
(Syracuse, N.Y.)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우편 주소
National Park Service
Fort Stanwix National Monument
112 E Park Street
Rome, NY 13440
USA

전화 번호
1-315 338-7730

웹사이트
www.nps.gov/fost
www.nps.gov/revwar
www.np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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꿅ꈑ걙뭙霢ꍲ險낅넩8O\VVHV6

*UDQW 鲵뭪ꇮ꾅넍뼩

 髹꾅霢閵넍뙠

髹閹눥ꗦꎁ鲡ꆡꌱ

ꯍ꾡뼽鲙

놹녶뫥霥ꩡ녚꾢ꩡ냕놶덵

뿭ꯠ閵샩꽆덵陲렍뉀냵闊

鲙ꌭ險낅꾅녆냵閵눦

ꯍ閵넩ꩶ덒閵뼍꾵鲙

ꐺ넍꾶霡넍넹겑넍

뇊韥놶넭鲙꽆뼑뿊몑넍ꩡꅁ냹

1DWLRQDO3DUN6HUYLFH 鱉

1DWLRQDO3DUN6HUYLFH鱉鲵ꅪ

ꩡꅁ麙냵鮹霡넭閵"

髍鱉뱮뽽靁냹늵鲙
뱮뽽靁냹ꗐ냵쁁ꩡ鱉ꯎꭁ
뗝ꅾ넁겒閵陁麦鲙ꌭ
ꟹ걙ꌱꗞꓭ闒꾅陁
뇑險뼑鲙
鲵ꅪ ꐺ넍ꩡꅁ麙냹

ꭁ냕靁ꜵ뫥먥쁁ꩡ頁덵闑閵

1DWLRQDO3DUN鱉闑閵髍鱉

ꎁ麙꽩덹鲙 髹ꜵ뫥險낅넍

1DWLRQDO3DUN6HUYLFH넍

&RQFHVVLRQV

險낅麙넩 髹넍霢쁁넺쁁꾅

뵾鞕놶냱ꈑ 闑넍ꩽꈑ끩



3DUN6HUYLFH넍볁뱭骽ꈑ덵驑

넩 闑鱉霢ꍲ險낅韥鬅ꟹ

넩韥隵넩꽱ꍽ驍鷍꽽驍"

뾹녡꿵鲙넁ꫭ鲵ꌱ낹뼩꿙ꄲ
霅냖꾶闅냹늱韥낹뼩ꭅꩶ鷍덵
껿냵녅꾥隱녅낅냹ꚩ뿭뼑鲙
1DWLRQDO3DUN6HUYLFH 鱉
놹ꫭ陹꾅녅꾥隱녅낅ꚩ눩
샩꽆넍넩넪덒鲵ꌱ낹뼩
뿆ꇚ뼑鲙

1DWLRQDO3DUN6HUYLFH 넍
넹ꓩ1DWLRQDO3DUN6HUYLFH鱉

1DWLRQDO3DUN녡鲝냵1DWLRQDO

 闑넍霢ꍲ險낅넩넽걪鱽鲙

ꩥ韭ꗦ껺隵麦넩넽鲙

闑넍쁹낅鲝뙩閵넽鲙

꾽ꩥ

黺 ꗦꎁ꾅넩뢙閵髍鱉

險낅꾅뙑ꎁ鲡ꆡꌱ덵덵뼩늱鱉

넽驍"1DWLRQDO3DUN겑걙묑냵

쁁陹 髹鵹鱉 눥 뙑ꗦ
 ꎁ鲡ꆡ閵鞑눂鷍꽽鲙
쁁陹 髹鵹鱉 눥
 뙑  ꗦ ꎁ鲡ꆡ閵
鞑뇊鷍꽽鲙
險낅냵 闑넍
넱녅ꍡꌱ뗲띑뼍隕ꎙ뼩
 눥넩ꩶ넍ꯍ넺냹꽰鱉鲙

볁뱭骽麙넩鲙뼩ꍽ鲙闑넍

넽鲙쁹낅鲝뙩鱉險낅꾅ꟹ꾶ꍡ

韥ꜵ뼍鱉闑넍뿆ꇚ녅麙넩

뼩ꍽ鲙ꗦ겢ꎁ鲡ꆡꌱ

1DWLRQDO3DUN 鱉ꐼ闑閵

ꐺ鷍꽽鲙

霢ꍲ險낅냱ꈑꙊ놶냱ꈑ

髹鵹꾅ꗦꎁ겑閹넩ꩶ넍

 꾅:RRGURZ:LOVRQ

閵렍넍ꐺ넍덶낅隱闎鲙

隕끞뼑鲙險낅꾅쁁陹

霢쁁Ꙋ꾅넍뼩ꎁ麙꽩눁隕

National Park Servic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겑걙묑냹隵ꍡ뼍隕넽鲙

136 鱉 闑넍鞮ꍲ險낅

驩ꓩꜵ뇊ꜵ넍뼑ꩡꓩ霢넩鲙

7KH1DWLRQDO3DUN6HUYLFH 鱉ꖭ霢

뼾뇊韥隵



'RQDOG:0XUSK\ꜵ덵鵹녅

6WHSKHQ30DUWLQꜵ덵鵹녅

)UDQ30DLQHOOD덵鵹녅


덵鵹녅







NPS Ṳ㣪

National Park Service




꿙鱍驕136 鱉덵꾢鲝뙩
鲵뼎麙隱뼞녆꾥霡뺹ꈑ뇒뱭
136 냕덵韥鞽넍集ꙉ낹뼑
ꑝ鞽쀑鶎閹뙩麙闎냵
ꯍꎁ闑넍뇑샩녅麙넩넽鲙
뇑샩鱉꽺ꓩꯍ뼾뼍鱉鴥
꽻꽩鱉껽鷍鱉韥隵麙넩鲙
뾹녡끥ꍡ鱉겑閹놹ꓭ덶
韥ꯕꩡ냕韥鞽냹韥ꜵ뼍鱉
 闑閵髍鱉렑鲝뙩閵
넽鲙렑鲝뙩ꑞꈒ냹ꚩ韥
낹뼩
ZZZQSVJRYSDUWQHUVKLSVꌱ
ꗞꓭ뼍겢겑꿙
ꎙ뼩 ꐺ넍녅낅
ꚾꩡ녅麙넩136 넍넹ꓩ
ꫦ랝ꌱ낹뼩겑閹隱놹ꓭ
韥ꯕ냹韥꾡뼑鲙
ZZZQSVJRYYROXQWHHUꌱ
ꗞꓭ뼍겑꿙
넍쁁꾅넍뼩ꍲ뽽閵ꌱꗐ냵
1DWLRQDO3DUNꍲ韥隵냵
ꖭ霢ꩡꅁ麙隱鞭麙넍

뚽韥ꜵ뫥ꖱ閹녅鲝뙩
뇑샩녅麙넩136 넍넹ꓩꌱ
뽚ꩶ겑멙鱉鴥닆끉꾢뼕냹
뼽鲙

뇑샩136 넍隱阥꿵
ꖭꅍ넍넱ꜵꜹ

隵ꍡꟹ걙꺥ꆽ韥닂韥
ꗥ驍녅鶎뗝ꯍꍡ덶낅
ꟹ걙낮ꩡ넩뱭隵ꍡ
ꓭ쀉녅낅꾥霡꿵ꚩ隕
ꩥꍱ隵ꍡꩥ韭ꚪ靵

陹꼲뿊몑ꈑ덹뼾鷍鱉
136 넍뺹ꈑ뇒뱭麙

넍阩넩陹꼲꾅넍뼩
넩ꊝ꽩덹鲙
阥넍넍險ꩡ鱉鲙ꌭ
쁁ꩡꩡꅁ麙ꈑ陹꼲뿊몑閵
덹뼾鷍隕鞭險ꩡ뺹ꈑ뇒뱭넍
隵ꇝ鷑ꑝ麕ꎙ鱽덵ꏱ뱭
덶낅麙鵹陹꼲뿊몑ꈑ
덹뼾鷑鲙
넍ꚭꜵ뇊ꚩ韥ꯕ넱麙鵹
陹꼲뿊몑ꈑ덹뼾鷑鲙

陹꼲

隕끞뼑鲙 136 놹뙩ꚩ鲙鴉
ꎃ鲙 
넱髹꾅ꎙ띑넩 눥鲡ꆡ넩鲙

 넍낹뿆ꗐ鱉눺麙넍
阥늱덵뇑險
 눥闑閵髍鱉ꗊꓱ隵뢡ꆾꬍ
 ꎁ闑넍隕隕뼎냕놶麙
 闑넍꾢ꩡ놶阩ꓱ麙
꾢ꩡꚩ눩ꫭ鞽ꚩꩶ
ꎙ髹 눥閵髍鱉韥鞽넩
鵹겑驩ꜵ꿵ꍽ냹넍ꩡ냕
믡녅꾅넍뼩ꎙ髹넩ꊝ꽩뎅 

Ⴋ

  눥  뙑  ꗦꎁ

Ⴋ

  눥  뙑  ꗦꎁ

Ⴋ

  눥  뙑  ꗦꎁ

샩꽆ꗞꓭ뭪陹

7KH1DWLRQDO3DUN6HUYLFH
넍ꚩ눩隱ꚩ뿭







霢ꍲ險낅넍꾥陥냹韥鞽뿊ꫦ
놹ꅪꯍ꾡뇑샩뿊ꫦ鞭ꍡ隕
險닆넍넭겒냹뭪뼩
뽚ꩶ겑멙隕넽鲙
ZZZQDWLRQDOSDUNRUJꌱ
ꗞꓭ뼩녅ꫭ뼑뇊ꚩꌱ
꽰냱겢겑꿙
뙑꾥녅낅隵ꍡꜵ넍ꩽꈑ끩
놹ꅪ냵렝뼩넍겒ꓱ麙냹
隵ꍡ뼍鱉陹꼲鞭ꊮ隱
뿆鶎냱ꈑꜵ뫥 闑넍겕눺넍
겒ꓱ냹 闑넍險낅꾅
隵ꄱ뼍隕 ꎁ鲡ꆡ넍
뇑샩녅麙넍韥ꜵꌱ꽰隕넽鲙
뿆鶎ꪒ몑陹꾥霡韥隵
&RSSHUDWLYH(FRV\VWHP
6WXGLHV8QLWV&(68 
髙뱭낁먡鱉136 꿵 闑넍
鲙ꌭ꾥ꗞ韥隵麙 闑넍
鲵뼎麙隱鲙ꌭ뇑샩녅麙냹
붡뼝뼑鲙&(68 넍
놹ꓭ韥ꯕ냹뭕덵隵ꍡ꿵
뭪뼞겑멝鲙&(68 鱉
136 꾅陁꾥霡韥ꯕꚩ눥
霅냖녅낅냹뇑險뼑鲙
겢ꎁ

ꗦꎁ

 뙑 ꗦ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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뜑ꭁ鞑ꑝ덵꾢 꾅넩뢙 





롍ꍡ붡鱽껹 ꗦ  겢ꎁ

鞭鲙넁냱ꈑ 86'HDWK9DOOH\

霢ꍲ險낅ꚩ눩 뙑 ꗦ 겢ꎁ

꼁ꆽ걙렩넍:UDQJHOO6W(OLDV

뜑鲵鞑ꑝ덵꾢 꾅넩뢙 

뱮뽽靁녅麙꾅넍뼩넩ꊝ꽩덹鲙

롕뼆녚ꭁ鱉136 驍鞭롕뼆끩꾶

걙뗝넱頁덵겑냹闋띉隕넽鲙

녅鶎뗝롕뼆놹뭪낅겑롕뼆

롕뼆녚ꭁ꾅鱉묅뱭롕뼆꾅

롕뼆냹뼕ꯍ넽鲙

136 넍 闑閵髍鱉덵꾢꾅

롕뼆겑

뺹ꈑ鞭ꅝ꾅붡뼝

넺녚ꊁ꾅꾥ꗞ샩꽆볝걙붡뱭

 뙑 ꗦ 겢ꎁ鲡ꆡ넍

鲡ꆡ넍ꯍ넺뗲띑

136 鱉鞭닆 뙑  ꗦ  겢ꎁ

 뙑 ꗦ ꎁ鲡ꆡ

쁁陹 髹鵹꾅넺녚ꊁ閵 눥

끉鞽



 髹덒閵

ꗞꓭ넩 髹꾅

Ⴋ



Ⴋ



Ⴋ 





볝ꯍ隵ꍡ겑





ꯍ鵹隵ꍡ겑

136넍뇊鲮뼑넹ꓩ넩鲙

넩ꆥ녅ꩥ麙냹꾶낅섽ꚩ뿭뼍鱉阸넩

韥鬅ꟹ끉ꩽ붅뽽뼢險뙕ꈑ겑걙묑

闋隕넽鲙뭕덵隵ꍡ뻱먡鱾녚ꭁꯍꈑ

隵ꍡ녅麙냵뛒闑넍겑렩묁隕ꍡꌱ

녅ꩥ隱ꟹ霅閵렍閵넽鲙136

넩闑넍렩묁隕ꍡ鱉鲙ꌭ韥隵麙넍







덶낅ꯎꭁ

阩ꓱ

롕뼆덵꾢

ꍽ넱

ꍽ넱

ꟹ붡녚鵹ꈑ

ꩥ韭

ꍽ넱

뇊鵹

붡녚鷑鵹ꈑ

늱녅ꩥ눺ꌍ



낉髹 

1DWLRQDO3DUN6HUYLFH녅ꩥꑞ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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