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주 
의회 의사당 

셀프 가이드 투어

정규 운영 시간* 
주중: 오전 7시 30분 - 오후 5시
주말: 오전 11시 - 오후 4시

가이드 투어* 
주중: 오전 10시, 11시, 정오, 오후 1시, 2시, 3시
주말: 오전 11:30, 오후 12:30, 오후 1:30, 오후 2:30
무료 가이드 투어는 정문 근처 2층에서 시작됩니다.  
10명 이상의 그룹 투어는 360-902-8880번으로 전화 예
약하십시오.

추가로 둘러볼 만한 장소
Capitol Campus에는 Governor’s Mansion, Temple of 
Justice, 기념비 및 공원 등 보다 역사적이고 중요한 장
소들이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입법 심의회, 공휴일 및 특별 행사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방문 계획 시, 웹사이트를 확인하
십시오.

연락처 
방문자 서비스 센터
416 Sid Snyder Avenue SW, Olympia, WA 98504
360-902-8880  |  tours@des.wa.gov
www.des.wa.gov/CapitolCampus

본 가이드를 다 읽고 난 후에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문 키오스크에 반납해 주십시오. 감사
합니다. 

의회 의사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지
미국인들이 정착하기 
전, 올림피아 지역은 
해안가 살리시 부족에 
의해 'Cheetwoot(흑곰 
서식지)'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 
정착민들이 이주하면서 
이 지역은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1850년까지 올림피아라는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워싱턴이 1853년에 준주로 편입된 직후, 현재 Capitol 
Campus에 목재 프레임으로 의회 의사당 건물이 
건설되었습니다.

의회 의사당 그룹
1911년 뉴욕의 건축가 Walter Wilder와 Harry White
는 주 의회 의사당 설계 공모전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의회 의사당 그룹'에는 퓨젯사운드에서 
봤을 때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도록 설계된 5개의 
건물이 속해 있었습니다. 이후 30년에 걸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Temple of Justice(1912년),  
Insurance Building(1921년), Legislative Building 
(1928년), Cherberg Building(1937년),  
O’Brien Building(1940년). 

Legislative 
Building
북미에서 가장 높은 
석조 돔이자, 벽돌 및 
사암 돔으로 지상에서 
쿠폴라(둥근 지붕) 
꼭대기까지 높이가 
287피트(약 88미터)
이며, 외부의 사암은 
워싱턴주 윌크슨에 
있는 채석장에서 
공수했습니다. 화강암 
계단과 거대한 토대는 
워싱턴주 인덱스에서 

공수했습니다. 뉴욕의 Maxfield Keck이 사암, 청동 
및 회반죽으로 건물의 조각적 요소를 설계했으며, 그 
중 다수가 장인들이 조각한 작품입니다. 조명 시설의 
대다수는 Tiffany Studios가 제작했습니다. 완공 
후, 미국의 의회 의사당 중에서 유일하게 고전적인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되었습니다.

원래 목재 프레임이었던 의회 의사당(1909년경)

공사 중인 Legislative Building 

(1922년-1928년) 

간략한 역사
워싱턴, 미국 준주로 편입.  
Isaac Stevens, 워싱턴 최초의 준주 
주지사로 임명.

1853년 

1855년
현재 Legislative Building 부지 
근처의 준주 의회 의사당 목조 건물 
공사 시작.

1856년 제4차 준주 입법 심의회에 맞춰 건물 
완공. 40 x 68피트(약 15 x 21미터) 
면적 건물에 상원/하원 본회의장, 
위원회실 및 준주 도서관.

1889년 미 의회가 워싱턴주를 42번째 주로 
승인하고 영구 의회 의사당 건설을 
위해 132,000에이커(534km2)의 
토지 증여. 올림피아 주민이자 보석상 
Charles Talcottt가 주 인장 제작. 

1893년
뉴욕의 건축가 Ernest Flagg, 새로운 
의회 의사당 설계자로 선정. 건물 
기초는 완성되었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1894년 공사 중단. 거의  
30년간 사용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

1901년
주 정부가 1892년  
Thurston County Courthouse를 
매입하여 23년간 입법장으로 사용. 

1911년
Capitol Campus의 '그룹 컨셉'을 위
한 전국 공모전 개최. 뉴욕의 건축가 
Walter R. Wilder와 Harry K. White 
우승.

1922년 현재 Legislative Building에서 지상 
공사 시작.  

1928년 Legislative Building 완공.  

KOREAN



방문자 서비스 센터( )
투어 및 행사와 관련하여 방문자를 지원해 
드립니다. 위치: 111호 
360-902-8880  |  tours@des.wa.gov
월요일-금요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5시  |  
토요일-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법무 정보 센터(LIC)
방문자에게 입법 절차 및 과정에 대한 공공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치: 110호 
360-786-7573  |  www.leg.wa.gov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 오후 5시  |  토요일-
일요일: 휴무

선물 가게
워싱턴주 기념품 및 현지 특산 공예품을 
판매합니다.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4시  |  토요일-
일요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360-782-1889 | giftcenter@leg.wa.gov 

카페 및 식당
아침 및 점심 식사를 판매합니다.  
주중 영업. 주말 휴무. 
360-956-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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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 구역     화장실     엘리베이터     방문자 안내 센터     계단

북쪽 로비/정문
정문의 큰 청동 문 6개에는 워싱턴주의 초기 
산업과 아름다운 경치가 릴리프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안에는 2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동상은 미국 정착민을 워싱턴으로 
이주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의사 Marcus 
Whitman입니다. 두 번째 동상은 북서부에서 
수많은 병원, 고아원 및 학교 건설을 담당했던 
Mother Joseph입니다. 공용 복도 및 원형 홀에는 
알래스카산 대리석을 사용했습니다. 

4개의 모퉁이/행정부 사무실
2층에는 주지사, 부지사, 국무 장관실, 재무부 
장관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
시 사이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국무 
장관실에는 워싱턴주 
헌법 사본(왼쪽)이 
보관되어 있으며 관람해 
볼 만한 특별 전시회가 
자주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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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국무 장관실

북

남

서          동

 

재무부 장관실
부 

지사실

주지사실

북쪽 

로비

원형 홀

원형홀 층(2층 및 3층 사이에 위치)
원형 홀 천장의 101피트(약 31미터) 체인에는 200개 
이상의 전구로 화려하게 장식된 5톤 청동 샹들리에가 
걸려 있습니다. 뉴욕 Tiffany Studios의 예술가들이 
만든 최대 규모의 샹들리에로, 기차를 통해 서쪽으로 
이송한 뒤 조립하여 1928년 건설 최종 단계에 원형 
홀에 설치되었습니다. 원형 홀의 모퉁이에 있는 4 개의 
조각상과 같은 램프 역시 Tiffany Studios가 제작한 
것입니다. 바닥의 중앙에는 주 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인장은 건물 전체의 난간, 문 손잡이, 가구 및 커튼 
장식에 대대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주 연회실
주 연회실에는 이탈리아산 브레슈 바이올렛 대리석이 
깔려 있습니다. 이 공간은 공식적인 주 기념행사, 연회 
및 회의에 사용됩니다. Tiffany 샹들리에, 두꺼운 벨벳 
커튼 및 화려한 카펫이 이 기념행사장의 정교한 장식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합니다. 뉴욕의 Mohawk Company
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카펫은 설치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직조 카펫이었습니다. 이 카펫은 주지사의 
취임식과 같은 행사에서 가끔 공개되는 특이한 헤링본 
디자인의 바하마 티크 목재 바닥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의 하단부는 뉴욕의 
Slone Furniture Company에서 체르케스산 호두나무에 
조각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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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본회의장
하원

본회의장

주 연회실

원형 홀 
층

입법부 갤러리
갤러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워싱턴주 의원들은 매년 1월부터  
회의를 합니다. 입법 심의회는 홀수 해에는 105일, 
짝수 해에는 60일 동안 지속됩니다. 

하원 본회의장
워싱턴주 하원 의원으로는 98명이 선출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하원 의원들은 본인들 중에서 
하원 의장을 역임할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연단 
위 벽 높은 곳에는 3개의 리더 보드가 있습니다. 
투표 중에 두 개의 바깥쪽 보드에는 하원 의원의 
성이 목록으로 제시되고 중간 보드에는 법안명이 
표시됩니다. '예'로 투표하면 하원 의원의 이름이 
녹색으로, '아니요'로 투표하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투표가 끝나면 중간 보드에 최종 투표 
집계가 표시됩니다. 하원 본회의장은 프랑스산 
에스칼레트 대리석과 월넛 책상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상원 본회의장
상원 의원은 49명으로 임기는 시기를 두고 4년입
니다. 주 상원은 4년마다 국민이 선출하는 부지사
가 관장합니다. 투표할 때는 상원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 구두로 투표 응답을 합니다. 상원 본회의
장은 독일산 페르모사 대리석과 마호가니 책상으
로 꾸며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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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으로 

상원 

본회의장 

개방

아래쪽으로 

하원 본회의장

개방

 
원형 홀 
쪽으로 
개방

갤러리(방청석)

갤러리(방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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