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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농작물
T퓨젓사운드농업회사에서는국내외고객에게판매할
밀, 귀리, 보리를재배했습니다.  또한비트에속하는
사료용맹글과식용및사료용완두를재배했습니다.  
농작물에는순무, 호박, 인디언옥수수도있었습니다.  
현재요새에서는니스퀄리요새의 19세기중반기록을
바탕으로농작물을재배하고있으며.  19세기중반부터
전해져내려오는대물림종자를사용합니다.  

과수원과수원
니스퀄리요새의과수원은원래요새동쪽에조성되어
있었으며, 지금까지도듀폰에서대를잇는나무들을
찾아볼수있습니다. 정확한종은알수없지만, 
과수원에는사과나무, 배나무, 자두나무가있었습니다.  

목초지목초지
니스퀄리부족은니스퀄리대초원에서식량을사냥하고
채집했습니다.  퓨젓사운드농업회사는같은공간에서
가축을기르고농작물을재배했습니다.  현재에도이
목초지는같은목적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헛간헛간(공개공개 예정예정)
말뚝울타리밖에는니스퀄리요새를주변으로여러
헛간과농업용건물이세워져있습니다.  요새속다른
건물과유사하게이건물은포스트인실공법(기둥을
목재틀위에놓아건축하는공법)으로지어졌습니다. 
헛간은작업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목재를
가공하거나 '국가적목공작업'을했으며.  농기구를
보관했습니다.  또한헛간에서는밀탈곡과같은작업을
했습니다.  헛간에서동물을기르지는않았지만, 여러
목적으로동물이헛간안에들어오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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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젓사운드에서처음으로세계에소개된정착지인니스퀄리요새는 1833년
허드슨베이사에서모피거래소로설립했습니다. 모피거래가감소하면서
니스퀄리요새는 1839년퓨젓사운드농업회사(PSAC)의설립과함께상업및
농업기업에치중했습니다. PSAC는니스퀄리요새를기반으로회사가점유한
약 650제곱킬로미터의부지에서소, 양, 말을기르고밀, 보리, 귀리, 완두와
같은작물을재배했습니다.

박물관에묘사되어있는 1855년에는이영국시설이미국영토로
둘러싸였으며, 경작가능한땅을직접
이용하고자했던정착민들로인해점차큰
압박을받게되었습니다. 허드슨베이사는
미국정부에보유지를매각한후 1869년에
워싱턴준주에서철수했고, 니스퀄리요새는
마지막관리자에드워드허긴스의정부공여
농지가되었습니다.

원래니스퀄리요새는현재워싱턴주
듀폰의자리에있었습니다.  현재볼수있는
요새는 1930년대에
공공사업진흥국(WPA)에서재건했습니다.  
공공의식을갖춘시민들이원래있던

건물중두채인관리인주택및곡물저장고를
보존하여타코마의메트로폴리탄공원지구에기부했습니다.  

주민과방문객은박물관에서 1855년퓨젓사운드에서의삶을경험해볼수
있습니다.

공
건물중두채

보존하여타코마의메트로폴
주민과방문객은박물관에서 1855년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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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전면말뚝울타리또는벽, 
우측보루는이사진에서볼수
있는것처럼 1934년 9월 1일에
준공되었습니다. 전경에서는
재건된유적지를둘러싼말뚝
울타리의남은세면에사용할
추가말뚝을네모나게다듬는  
작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니스퀄리니스퀄리 요새요새 생활사박물관의사명:
문화유산, 체험학습, 설명을통해다양한지역의
방문객에게퓨젓사운드에서처음으로세계에소개된
정착지를안내합니다.

박물관의사명:
설명을통해다양한지역의

옛발자취를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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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관리인 주택주택
스코틀랜드출신의사윌리엄프레이저톨미와가족을위해
1854년에공사가시작되었습니다. 1855년에준공된이주택은
요새내다른건물에적용된표준포스트인실의중목구조대신
가공목재를사용한새로운 '양키스타일'로지어졌습니다. 톨미
박사와아내제인, 자녀들이 1855년부터 1859년까지이집에
살았으며. 그이후에드워드허긴스와아내레티샤(제인의자매), 
자녀들이거주했습니다. 이집은니스퀄리요새내원래있던
건물두채중하나로, 미국국립역사기념물로등재되어있으며
• 식당식당: 톨미박사와가족들은이방에서식사하거나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자주톨미박사의사무실로활용되기도
했는데. 큰탁자에지도나문서를손쉽게펼쳐놓을수있었기
때문입니다.   

• 응접실응접실: 응접실에서도손님을대접하거나가족끼리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이공간에서책을읽고, 음악을듣고, 실내
게임을하고, 가내공예를했습니다.

• 주 침실침실: 톨미박사와아내, 막내아이가이곳에서잠을
잤습니다.  1855년에침실은사적인공간으로, 손님이출입할
수없었습니다.  

• 자녀자녀 침실침실: 톨미박사와제인에게는알렉산더존
톨미(1851~1903), 윌리엄프레이저톨미주니어(1852~1926), 
존워크톨미(1854~1926), 제임스워크톨미(1855~1917), 
헨리워크톨미(1857~1939), 로데릭핀레이슨
톨미(1858~1934)라는여섯명의아들이있었습니다.

부엌부엌
원래 1851년에지어진부엌은효율적인식사제공을위해톨미
박사의자택근처에있었습니다.  커다란조리용난로가있었고, 
대장장이가사용하거나빵을굽는데사용했을것으로보이는
별채가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가족, 손님, 요새노동자를위한
식사를준비했습니다.  

세탁장세탁장
이건물은요새노동자가빨래하는곳으로원래 1854년에
지어졌습니다.

지하지하 저장실저장실
감자저장실은뿌리채소를저장하기위해 1854년에
지어졌습니다.  냉장고가없었기때문에저장실을통해냉장
보관하여식량을더오래보관했습니다.  

훈연실훈연실
1851년 1월에노동자들은 '손쉽게사용할수있는훈연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후로여러해동안 Journal of 
Occurrences에는 '훈연실에매달린혀소금절임'과같은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원래위치는알려지지않았지만, 저장물의
가치로인해요새벽밖에지어졌다면사람이나동물에의해
절도나분실이발생했을것입니다.    

화장실화장실
여러채의
'화장실, 편의및필수
시설'이요새주변에
옥외화장실로
지어졌습니다.  
톨미의자택근처에
세워진이러한
건물은가족과
손님이이용했습니다.  

텃밭텃밭
니스퀄리요새는대체로
자급자족으로운영되었고, 
고용인들은직접먹을식량을기르고
재배했습니다.  현재의텃밭은 1855년의
텃밭보다훨씬작지만, 계절마다무엇을
재배했는지를어렴풋이보여줍니다.  문서를통해
니스퀄리요새와연관성이입증된대물림종자만이현재
재배되고있습니다.  

가금사가금사
기록에따르면최초의가금사는복원이이루어진 1853년까지
존재했습니다.  여기에서는닭, 오리, 거위를길렀습니다.  현재
니스퀄리요새는전통품종을기르기위한표본실역할을하고
있습니다. 이가금사의원형통나무구조는사람들이거주한
요새의건물과는다릅니다.

노동자노동자 주택주택
노동자주택은사실미혼노동자를위한거주공간과노동자
가족이생활하는공간의두가지다른인테리어로이루어져
있습니다.
• 좌측좌측 공간은공간은 남성용남성용 주택의주택의 공간으로공간으로, , 미혼미혼 노동자의노동자의 
거주지입니다거주지입니다.이들은보통일시적으로머물렀고, 모든
소지품은자루나작은휴대용상자또는트렁크에
보관했습니다. 얼마나많은사람이방을함께사용했는지는알
수없지만 4명이상이었을것입니다.  방문자센터의외관은
원래남성용주택의외관을본떠서만들었습니다.노동자는
프랑스계캐나다인, 스코틀랜드인, 오크니섬거주민, 영국인, 
하와이안, 아메리카원주민등다양했습니다.

•    우측우측 공간은공간은 남성남성 노동자와노동자와 가족이가족이 생활하는생활하는 숙소입니다숙소입니다.  
가족들은대부분요새외부의작은마을에살았습니다. 이
공간에있는물건을통해노동자와가족들이
영구적으로머물렀음을알수있습니다. 남성
노동자의아내는대부분아메리카원주민이나
메티스(아메리카원주민혼혈)였습니다. 그들은
빨래하고감자를캐는등의일을하고물건으로
보수를받았습니다.아이들은부모와함께
침대에서자거나, 바닥에갈대로짠
돗자리를깔고잤습니다. 
돗자리를사용하지않을

때는둘둘말아구석에
보관했습니다.

보루보루
일반적인 HBC 

요새는방어를
위해주변을벽으로

둘러싸고모서리에
보루를지었습니다. 보루에는

탄약및화기를보관했습니다. 
이러한화기는방어에사용하기도

했지만, 주로선박의접근을알리는데
활용되었습니다. 경우에따라제멋대로인

사람을가두는유치장이나노동자가머무르는별도의거주
공간이되기도했습니다.

수레수레 창고창고
이건물은요새의수레및이후에톨미박사의사륜차를보관하기
위해세워진창고입니다.  원래건물은아마대충자른통나무로
지어졌을것입니다.    

대형대형 창고창고
이대형창고는 1844년에지어졌습니다. 영국및퓨젓사운드
농업회사의지사에서수입한물품과지역내다른 HBC 요새로
보낼물건을보관했습니다. 퓨젓사운드는상품으로염장소고기, 
연어, 감자및밀을취급했습니다.  대부분은러시아알래스카로
수출했습니다.  양모와일부모피를여기에보관했다가런던
시장으로출하했습니다. 

사무원사무원 자택자택
이작은오두막은사무원을위한옛숙소를대체했습니다. 1855
년에이곳은사무원에드워드허긴스의자택이자
사무실이었습니다.  새사무원자택은 '고급건물'이었고가공
목재를사용한 '양키스타일'로지어졌다고기록되어있습니다. 
직원전용

창고창고 2
1846년에지어진이건물은주로상품을보관하는창고로
사용되었다가. 1860년대에는작업장이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장간과목수의작업장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곡물곡물 저장고저장고
퓨젓사운드농업회사의본사였던이요새의주사업은
농업이었습니다.  이곡물저장고는 1850년에지어졌고요새내
원래있던건물두채중하나입니다.  
여기에는곡물과농작물을저장했습니다.  
헛간에서곡물을탈곡하고키질한후
수레에실어곡물저장고로
운반했습니다.  밀, 귀리, 보리외에
완두도저장했습니다.  수년후타코마
청년  사업연합회에서건물의철거를
막고 1933년에포인트디파이언스로
건물을옮겼습니다. 곡물저장고는 1970
년에미국국립사적지로
등재되었습니다. 

상점상점
상점은 1849년에준공되었습니다.  원래
세번째창고로사용되었다가 1852년에
상점이되었고, '필요할수있고상상가능한모든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상품은영국과미국의다른지역에서
수입했습니다.  이상점은전시실이자판매공간이었습니다.
1855년에는더많은미국정착민이워싱턴준주로이주했으며, 
도착후이곳에서필요한상품을구매했습니다.

남성용남성용 주택주택
이건물은 1846년에지어졌고, 요새의모든미혼노동자가
거주하는주택이었습니다.방문자센터의외관은원래남성용
주택의외관을본떠서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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