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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랭리 국가사적지

통로
자동차, 기차, 버스가 존재하기 전의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쪽배나 허드슨 베이 컴퍼니의 보
트를 타고 포트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거래 창구 
원주민들은 모피와 생선을 거래 창구로 
가져왔습니다. 상인 대표 제임스 예일은 
원주민들이 미국인들과 거래하지 못하
도록 좋은 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관소 
1840년대에 지어진 보관소는 포트 랭리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오리지널 건물입니다. 
나머지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방문자 센터

나무통 제작소 
윌리엄 크로마티, 와비카리아 등의 나무
통 제조업자들은 연어, 크랜베리, 농산물, 
기타 제품의 수송을 위해 나무통을 만들
었습니다.

요새 전시관 
포트 랭리에 주택이 지어지기 전에도 상인 대표 제임스 맥
밀란은 요새와 울타리 벽을 쌓았습니다. 교역품 보호는 가
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 전시관은 망루였던 곳입니다.

대장장이 
제임스 테일러 같은 대장장이들은 원주민과 교환하기 위해 
철제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철물은 포트 랭리와 다른 HBC 
기지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모피 압축 
레버에 기대 보면 모피가 런던으로 보내지기 전에 어떻게 
압축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북쪽의 2개 건물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보관소입니다. 보관소 
안에서 거래 창구와 받침대를 이용하여 당시의 상인이 되어 
보십시오.

카페 
카페는 계절에 따라 운영됩니다. 한때 이곳에 있던 창고는 내
륙으로 보낼 제품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위층에 있는 판매점
은 종업원들과 금 광부들에게 보급품을 팔던 곳입니다.

빅하우스 
포트 관리자들의 주택이었던 이 건물은 브리티시컬럼비
아가 이곳에서 식민지로 선포된 지 100년 후인 1958년
에 재건되었습니다.

부엌 주거지
나르시스 팔라도와 그의 콴틀렌 아내 헬렌은 자신들의 
집과 이 부엌에서 빅하우스 거주자들을 위해 일했습니다.

17 정원 & 농장 
컴퍼니 직원 윌리엄 뉴턴은 근처의 낙농장과 요새에서 남쪽
으로 약 6km 떨어진 야채 및 곡물 농장을 관리하였습니다.

18 금 채취 
1858년 금을 찾아 프레이저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많은 탐사
자들이 보급품을 사기 위해 포트 랭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여
러분 차례입니다! 

강배
보트 건조인 새무엘 
로버트슨은 이 배와 같은 강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단단한 강배는 내륙 
교역소에서 포트 랭리로 모피를 수송하였고, 
이곳에서 교역품을 싣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하인 숙소 
젊은 헬렌 로버트슨은 자신의 형제자매, 스코틀랜드인 아버지 
새무엘, 콴틀렌 어머니 줄리아와 함께 이곳 한 아파트에서 살
았습니다. 그들의 이웃에는 하와이 및 퀘벡 출신의HBC 종업원
들과 그들의 원주민 부인들 및 자녀들이 살았습니다.

23 톱질 구덩이
널빤지를 자르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코모와 피오피오 같
은 하와이인들은 마루와 지붕용 널빤지를 만들기 위해 하루 종
일 톱질을 하였습니다. 

24 방문 종료 
포트 랭리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
다. 더 자세한 정보나 기념품 구매를 원하시면 방문자 센터와 
기념품점을 들러 보시기 바랍니다.

콴틀렌 퍼스트 네이션
콴틀렌 추장 와틀케이넘은 자신의 부족을 포트 랭리의 우
선 교역 파트너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프레이저 강
처음에 HBC 조지 심슨 총독은 프레이저 강이 내륙 
교역소와 해안을 연결 짓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친 프레이저 캐니언을 따라 
탐험하였습니다!

연중 매일 개장
23433 Mavis Avenue, PO Box 129 Fort Langley, BC V1M 2R5
604-513-4777    fort.langley@pc.gc.ca

이벤트 및 프로그램 정보:
parkscanada.gc.ca/fortlangley
facebook.com/FortLangleyNHS   twitter.com/FortLangleyNHS

위치 안내
참고: 번호는 오디오 투어 번호와 일치합니다. 포트 랭리 이
야기 전체를 듣고 싶으면 방문자 센터에서 오디오 투어를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오텐틱(oTENTik) 캠핑
reservation.parkscanada.gc.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