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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베리 로우

웨스트 론  (잔디)

플라워 워크  
  (꽃길)

사우스  
파빌리온 테라스

레비 묘지

채소 가든

북쪽  
파빌리온 테라스

북쪽 지하 통로

북쪽

남쪽 지하 통로

작은 숲

포도원

포도원

가든 파빌리온

베리 농장
가든 및 지상 투어 

 여기서 출발

셔틀버스 정류장 
 방문객 센터 출발/도착

화장실

화장실

셔틀버스 는 매 5분 내지 10

분마다 마운틴탑 셔틀버스 

정류장 및 제퍼슨 묘지에서 

방문객 센터로 운행됩니다.

도서나, 제퍼슨과 관련된 

선물, 찬 음류 및 간식을 

구입하려면  마운틴탑 박물관 숍
(MOUNTAINTOP MUSEUM 
SHOP)  을 들르십시오.

토마스 제퍼슨의 후손들이 소유하고 

있는  제퍼슨 묘지 와 공동묘지는 걸어가

거나 셔틀버스를 이용하십시오.

제퍼슨 묘지와 방문객 
주차장으로 가는 통로

다양한 도서 및 제퍼슨 관련 

선물이 구비된  박물관 숍 
(MUSEUM SHOP) 에 들러 주

로버트 H. 클러리스 스미스
(ROBERT H. AND CLARICE 
SMITH )갤러리  전시장을 방문

해 주십시오 (아래 목록 참조).

기념관으로 연결되는 통로 옆에 위치한 

아프리칸 어메리칸 묘지 (AFRICAN 
AMERICAN GRAVEYARD) 를 

사운더스-몬티첼로 트레일 
(SAUNDERS-MONTICELLO TRAIL) 방향

몬티첼로로 가는 셔틀버스 
(10분)

샬롯츠빌
(CHARLOTTESVILLE) 
방문객 안내용 간이매대

주차 방향

제퍼슨 묘지 (15분) 
및 몬티첼로(총 25분) 
로 향하는 워킹 트레일

주차장

칼& 헌터  
스미드 교육 센터
(CARL AND 
HUNTER SMITH 
EDUCATION 
CENTER)

그리핀  
디스커버리 룸 
(GRIFFIN 
DISCOVERY 
ROOM)

도미니언 환영 센터 
(DOMINION WELCOME 

PAVILION)

로버트 H. 앤 클러리스 스미스 수목원 
(ROBERT H. AND CLARICE 
SMITH WOODLAND PAVILION)

몬티첼로 농장 모델

하워드 앤 애비 밀스타인 극장 
(HOWARD AND ABBY 
MILSTEIN THEATER)  
안마당

그룹 체크-인

장애인 입구

안마당에 있는

(하워드 앤 애비 밀스타인) 
극장에서 (HOWARD AND 
ABBY MILSTEIN THEATER) 
 15분 길이의 안내 영화, 토마스 

제퍼슨의 세계 를 감상하십시오.

그리핀 디스커버리 룸 (GRIFFIN 
DISCOVERY ROOM) 에서는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제퍼슨의 생애 및 시대

와 더불어 몬티첼로 (Monticello)하우

스와 농장의 복제물을 통한 현장 학습

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  카페  메뉴에는 샌드

위치, 샐러드, 패스트리, 

어린이가 좋아하는 메

뉴 및 뜨거운 음료와 차

가운 음료가 

있습니다.

몬티첼로에 있는  노예 투어 
 여기서 출발

이스트 워크 (East Walk):  
하우스 투어  여기서 출발

투어 시간

투어 시간

투어 시간

한국어

monticello.org유네스코 지정  
세계 문화 유산지

활동적인 어린 자녀들과 함께 하는 부모들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하우스 투어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쪽 부모가 아이들과 하우
스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한쪽 부모가 하우스 투어를 하는 방식으
로 번갈아 투어해 줄 것을 요청받습니다. 유모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백팩이나 큰 가방은 반드시 손으로 들고 가던가 아니면 앞쪽으로 
보이게 매어야 합니다.

개인용도에 한해서  몬티첼로 부지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이 허용됩니다;   집 내부에서는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이 금지 됩니다. 

본 하우스의 입장은 입장표에 인쇄된 시간에 기초
합니다. 본 관람을 놓치지 않으려면,  입장표에 인

쇄된 시간보다 최소한 15분 전에는  방문객 센터
(Visitor Center) 에서 셔틀버스를 타야 
합니다. 

마운틴탑에 도착한 후에는,  입장표
에 나온 시간 보다 적어도 5분전에는 
본 하우스 앞의 이스트 워크
(East Walk)에서 대기하
고 있어야 합니다.

몬티첼로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 방문: www.m
onticello.org  

일반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2 가지 추가 가이드형 투어 
를 이용하십시오.

가든 및 지상 투어 : 제퍼슨의 
평생 관심사였던 원예, 
식물학, 및 농업에 대해 
탐구하는 동시에 다시 복원된 
다양한 몬티첼로의 채소밭, 작은 숲, 
과수원의 아름다움을 즐기십시오. 
45분간 투어.  4월 1일-10월 31일까지

몬티첼로에  
있는 노예 투어: 
 가이드가 있는 옥외

투어는 몬티첼로 농장에서 
살면서 노동했던 노예들의 
체험을 조명합니다. 
45분간 투어.  4월 1일-10월 31일까지

방문하는 동안에….

하우스 내에 머무는 동안 관례 및 예의

몬티첼로 마운틴탑
집, 정원 및 그라운드, 지상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및 스미스 교육 센터

토마스 제퍼슨 (1743-1826) 은 미국 혁명의 이론가로써, 미국 

독립 선언서를 초안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이념에서 “모든 사

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지며, 미국에서 자치 정부의 기초와 개인의 자유를 주창

하였습니다. 1776년도의 제퍼슨의 말은 지금도 전세계의 사람

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후에, 제퍼슨은 향후33년간을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으로, 버지니아 주지사, 국회의원,  프랑스 장관, 국

무장관, 부통령, 대통령 (1801 - 1809)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무직을 수행하면서 보냈습니다. 제퍼슨의 대통령직 수행 중 

주목할 만한 업적에는 루이지애나 매입과 루이스와 클라크 탐

사단 원정을 들 수 있습니다.

제퍼슨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아이콘

인 몬티첼로를 모든 방면에서 설계하여 건축하였으며 40여년에 

걸쳐 자체 빌딩과 조경을 변경해 왔습니다.

제퍼슨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인류의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

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였으며 예술의 “매니아” 

로써, 미국 공공 건축물을 구체화했으며, 원예분야, 민족지학, 

고생물학, 고고학, 천문학 등 그외에도 많은 분야에 기여했습니

다. 은퇴후에, 그는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하고 설계도 했습니다.

비영리 법인단체 501(c)(3)인, 몬티첼로는 1923년에 설립되었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지않으면서 보존과 교육이라는 이중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monticello.org

Thomas Jefferson’s 
Monticello @TJMonticello

지속적 보존

방문객을 
위한 안내서

 천재  
제퍼슨의  
발견

토마스 제퍼슨과  ‘거친 자유의 바다’ 
(Thomas Jefferson and ‘the 
Boisterous Sea of Liberty’)  
전시는 7개의 인터액티브 터치 
스크린과 21개의 평면 패널 
LCD스크린을 통해 자유에 
대한 제퍼슨의 핵심 아이디어 
개발 및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어록 (The  
Words of Thomas Jefferson) 
 은 혁신적 디스플레이 
프로젝션을 통해 제퍼슨의 
생각을 알립니다.

실험용 몬티첼로: ‘모든 것을 시도해 
보는’(Monticello as Experiment: 
‘To Try All Things’)  전시는 “유용한 
지식”이 인생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그의 신념을 
실험실로써 몬티첼로를 사용하여 
연구했습니다.

몬티첼로 건축: ‘제퍼슨의 건축 에세이’ 
(Making Monticello: Jefferson’s 
‘Essay in Architecture’)  의 전시는, 
건축의 기원과, 구성, 및 미국 
건축물의 아이콘의 하나로써 널리 
알려진 몬티첼로 하우스의 40년에 
걸친 발전 과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H. 클러리스 스미스 캘러리 전시장 (Robert H. and Clarice Smith Gallery)

Kore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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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세한 사
항과 정

보는 다
음  

웹사이트 방
문: w

w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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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rg
  

일반 입장료에 포함되어 

있는  2 가지 추가 가이드형 투어 
를 이용하십시오.

가든 및 지상 투어 : 제퍼슨의 
평생 관심사였던 원예, 
식물학, 및 농업에 대해 
탐구하는 동시에 다시 복원된 
다양한 몬티첼로의 채소밭, 작은 숲, 
과수원의 아름다움을 즐기십시오. 
45분간 투어.  4월 1일-10월 31일까지

몬티첼로에  
있는 노예 투어: 
 가이드가 있는 옥외

투어는 몬티첼로 농장에서 
살면서 노동했던 노예들의 
체험을 조명합니다. 
45분간 투어.  4월 1일-10월 31일까지

방문하는 동안에….

하우스 내에 머무는 동안 관례 및 예의

몬티첼로 마운틴탑
집, 정원 및 그라운드, 지상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 
및 스미스 교육 센터

토마스 제퍼슨 (1743-1826) 은 미국 혁명의 이론가로써, 미국 

독립 선언서를 초안했습니다. 독립선언서의 이념에서 “모든 사

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지며, 미국에서 자치 정부의 기초와 개인의 자유를 주창

하였습니다. 1776년도의 제퍼슨의 말은 지금도 전세계의 사람

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후에, 제퍼슨은 향후33년간을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으로, 버지니아 주지사, 국회의원,  프랑스 장관, 국

무장관, 부통령, 대통령 (1801 - 1809)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무직을 수행하면서 보냈습니다. 제퍼슨의 대통령직 수행 중 

주목할 만한 업적에는 루이지애나 매입과 루이스와 클라크 탐

사단 원정을 들 수 있습니다.

제퍼슨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아이콘

인 몬티첼로를 모든 방면에서 설계하여 건축하였으며 40여년에 

걸쳐 자체 빌딩과 조경을 변경해 왔습니다.

제퍼슨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인류의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

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과학을 연구하였으며 예술의 “매니아” 

로써, 미국 공공 건축물을 구체화했으며, 원예분야, 민족지학, 

고생물학, 고고학, 천문학 등 그외에도 많은 분야에 기여했습니

다. 은퇴후에, 그는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하고 설계도 했습니다.

비영리 법인단체 501(c)(3)인, 몬티첼로는 1923년에 설립되었고,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지속적인 후원을 받지않으면서 보존과 교육이라는 이중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monticello.org

Thomas Jefferson’s 
Monticello@TJMonticello

지속적 보존

방문객을 
위한 안내서

 천재  
제퍼슨의  
발견

토마스 제퍼슨과  ‘거친 자유의 바다’ 
(Thomas Jefferson and ‘the 
Boisterous Sea of Liberty’)  
전시는 7개의 인터액티브 터치 
스크린과 21개의 평면 패널 
LCD스크린을 통해 자유에 
대한 제퍼슨의 핵심 아이디어 
개발 및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어록 (The  
Words of Thomas Jefferson) 
 은 혁신적 디스플레이 
프로젝션을 통해 제퍼슨의 
생각을 알립니다.

실험용 몬티첼로: ‘모든 것을 시도해 
보는’(Monticello as Experiment: 
‘To Try All Things’)  전시는 “유용한 
지식”이 인생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든다는 그의 신념을 
실험실로써 몬티첼로를 사용하여 
연구했습니다.

몬티첼로 건축: ‘제퍼슨의 건축 에세이’ 
(Making Monticello: Jefferson’s 
‘Essay in Architecture’)  의 전시는, 
건축의 기원과, 구성, 및 미국 
건축물의 아이콘의 하나로써 널리 
알려진 몬티첼로 하우스의 40년에 
걸친 발전 과정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H. 클러리스 스미스 캘러리 전시장 (Robert H. and Clarice Smith Gallery)

Korean •



제퍼슨의 등사기,  
편지를 복사하는 기계 
 버지니아 대학 기증품

본 하우스 지하의 크로스로드  (CROSSROADS)  전시물을 통해 몬티첼로에서 가사일에 대해 배우십시오.

멀베리 로우(Mulberry Row) 
의 노예 집에서 발굴한 주석-유약 도기 단지

위: 멀베리 로우(Mulberry Row) 
에서 발굴된 도자기 파편들 부속건물의 역사적 설계도

제퍼슨은 그의 가든 책에서 채소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든 북, 1766-1824, 50페이지, 저자: Thomas Jefferson, 메사추세츠 역사학회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기증

부억 스튜 스토브 및 난로

와인 셀러(저장실)

남쪽 부속건물이 1809년에 완성됨

해군 제독 우리아 필립스 레비 
(Uriah Phillips Levy)

가든 파빌리온 및 
제퍼슨의 채소 가든

 프랑스 조각가인, Jean-Antoine Houdon  
(1789년)에 의한 토마스 제퍼슨의 흉상 

 Gilder Lehrman 컬렉션의 선물

북쪽

돔 룸

응접실

스카이라이트 스카이라이트

식당

와인 셀러   
(저장소)

맥주 셀러   
(저장소)

저장용  
지하실

저장용  
지하실 웨어  (물품 보관)룸

티 룸

노스  
피아자

사우스  
피아자  

(그린 하우스)

제퍼슨 챔버
침실

캐비닛

옷장

남쪽 지하 통로

사우스 옥외  
화장실

저장용 
지하실

저장용 
지하실

물품보관실

크로스로드  
전시물

와인 셀러 
  (저장실)

얼음  
하우스

북쪽  
파빌리온  
지하실

사우스  
파빌리온  
지하실

낙농장

노
예

 거
주

지

조리사  
룸

부엌

스
모

크
(훈

제
용

) 
하

우
스

북쪽 옥외  
화장실

마
구

간
마

차
 보

관
소

맥주 셀러   
(저장실)

북쪽 지하 통로

몬티첼로
부속건물, 가든 및 그라운드

부속건물 
몬티첼로에 대한 제퍼슨의 디자인에 있어

서 괄목할만한 점은 “부속건물”이나, 꼭 

필요한 서비스 룸을 하우스에 통합하는 방

식의 디자인이어서 그들이 밖으로 나갈 필

요없이, 내부에서 어디든 쉽게 출입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속건물은 본 하우스의 공공장소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엌이나, 

훈제를 위한 장소, 유제품, 얼음장소, 및 

마차용 공간 등을 위한 하우스 양쪽의 부

속건물은 모든 전천후 날씨에도 지하층으

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

를 따라 음식, 음

료수, 땔감 등을 위한 저장공간이 마련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통로 및 부속건물에서, 제퍼슨 

가족의 삶과 하우스 및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 

아프리카계 어메리칸의 삶은 교류되었습니다.

노스 테라스와 파빌리온
몬티첼로에 있는 두개의 테라스 중 하나는 높

은 곳에 위치한 통로로서, 방문객들이 이곳을 

“저녁이나 우중충한 날씨에 좋아하는 산책로 

“라고 부른 공공의 테라스”로 알려져 있습니

다. 테라스 밑에는 작업 공간이 놓여 있는데 여

기서 노예 일꾼들이 본 하우스 살림을 계속 해나가기 위한 필요한 일들

을 수행했습니다. 테라스 끝쪽에 있는 노스 파빌리온 (North Pavilion)

은 180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사위인, 토마스 맨 랜

돌프(Thomas Mann Randolph )가 가끔 연구를 위한 장소로써 이곳

을 이용했습니다.

사우스 테라스와 
파빌리온 
본 테라스는 제퍼슨과 그의 가

족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마

운틴탑에 세워진 첫번째 빌딩

인, 사우스 파빌리온으로 이어

집니다. 제퍼슨은 이곳

에서 처음 몬티첼로가 

건축중일 때인 1770년 

11월 부터 살았습니다. 

1772년에, 제퍼슨과 그

의 와이프 마르다는  파

빌리온 윗층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제퍼슨은 그의 대농원을 별도의 농장으로 구분하여 노예 남성, 여

성, 어린이들에게 노동을 지시하는 상주 감독자를 두어 이들로 

운영이 되게 하였습니다. 대부분 제퍼슨의 노예들은 상속을 통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 대부분 동안 약 200명에 이르는 노예들

을 소유했고, 그 노예 중 2/3는 몬티첼로에 살았고 나머지 1/3은 베

드포드 카운티(Bedford County)에 있는 그의 대농

장, 포퓰러 포레스트(Poplar Forest)에서 살았습니다. 

제퍼슨은 처음에 담배작물을 그의 주요 현금 수익 작

물로 재배했지만 1790년대에 밀로 전환했습니다.。 

멀베리 로우 (MULBERRY ROW)
멀베리 로우는 통로를 따라 심은 멀베리 나무들에 대한 

명칭으로,  이곳은 1770년부터 1826년 제퍼슨이 사망하

기까지 몬티첼로 농장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나무 

그늘 아래서, 노예나, 해방된 노예, 계약 

노동자 및 장인들이 살면서 노동했습니

다. 멀베리 로우는  다양한 몬티첼로의 건

축의 필요성과 제퍼슨 일가 및 제조 요구

에 부합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1796년에, 이곳

엔 최대 23개의 건축물이 있었습

니다. 이 대부분의 건물은 목

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보

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꽃의 정원
1808년 경에, 제퍼슨은 하우스 4곳 코너에 20개의 타원

형 화단과 웨스트 론(West Lawn)을 둘러 싸고 있는 자갈

보도를 따라 꽃으로 테두리를 만든 화단길을 설계하여 식

물을 심었습니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형태의 꽃길이나 타

원형 “섬”처럼 생긴 화단을 통해, “7개의 화인 아트 중의 하나”

로 간주되는, 조경 디자인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

는 제퍼슨의 관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
나무는 제퍼슨이 좋아하는 식물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 

했습니다. 그는 160여종의 식물에 대해 기록을 남겼는데, 

이 식물의 종에는 하우스 주변의 장식용 “관목”과, 원형 

통로를 따라 심은 멀베리 앨리스, 쥐엄나무, 및 기타 나

무들이 포함됩니다. 방문객들은 한 손님이 제퍼슨의”애

완용 나무”라고 불렀던 것을 구경하도록 종종 인도되기

도 합니다. 

그린 하우스
제퍼슨은 그의 서재와 인접해 있는 온실에서 오렌지 나무

와 같은 꽃과 방향식물을 재배하였습니다. 서재 역시 도구

나 작업대를 두고 있었으며 그의 애완동물 입내새(aviary)

용 새장을 설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온실에는 공간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널빤지식 조절용 2개의 

옥외 포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채소 가든
제퍼슨에게 그의 “가든”이라고 하면, 남동쪽 산 경사면에 위치한 그

의 채소밭을 의미합니다. 채소로 가족의 식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지만, 그 채소 가든에는  99종에 해당하는 야채와 허브에서 330

개에 달하는 다양한 야채 품종을 재배하는 하나의 실험실로써의 기

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역사상 혁명적인 가든으로 제

퍼슨이 이룬 가장 훌륭한 원예학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가든은 제퍼슨 시대와 19세기 야

채 품종 보존의 종자 은행 역할

을 합니다.

제퍼슨의 묘지
토마스 제퍼슨은 1773년 그가 

선택한 묘지에 그의 다른 가족들

과 함께 몬티첼로에 묻혔습니다. 

이 부지는 제퍼슨의 후손들이 소

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묘지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그

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

의 기초자이자, 그리고 버지니아

주 종교 자유법의 작성자, 버지

니아 대학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

슨 이곳에 잠들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응접실
제퍼슨 가족이나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게임이나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우아한 마루 바닥으로 

장식된 응접실에 모 였습니다.  

이 응접실에는 몬티첼로 

가구제작소에서 만든 가구를 

비롯하여 프랑스에서 구한 

제퍼슨의 가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벽은 신세계에 대한 유명한 

항해사나 탐험가의 초상화,미국 애국자와 정치인의 초상화, 및 

제퍼슨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세사람” 즉, 

프란시스 베이컨(실증론자), 아이삭 뉴턴 (물리학 법칙을 잘 표현한)

과 존 록크(사회 계약론으로써 정부이념을 옹호했던)의 초상화들로 

특징을 이룹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는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도 걸려 있습니다. 

식당과 티 룸
그 당시 여느 미국사람들처럼, 제퍼

슨 가족과 그들의 손님들은 하루에 

두번 주요 식사를 했는데, 아침은 오

전 8시경에, 저녁은 오후 4시경에 준

비가 되었습니다. 테이블은 식사하는 

사람의 참여 수에 따라서 준비되었습

니다.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엔, 테이블을 접어 벽쪽으로 치워 놓

았습니다. 티룸은 저녁식사 후 와인

이나 오후 다과를 위한 안락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퍼슨의 은퇴기간 동안, 노예 요리사인, 이디스 포셋과 프란시스 

헌(Edith Fossett and Frances Hern )은 집 지하실에 있는 부엌에

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젊은 남성 웨이터의 도움을 받았던 집사, 

버웰 콜버트 (Burwell Colbert)는 다이닝 룸에서 시중을 들었습니

다. 몬티첼로에서 먹는 음식은 버지니아 농장에서 먹는 일반 음식

보다는 다양하였으며, 여기엔 앵글로 식민지 요리와 아프리카계 미

국 전통요리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요리가 합쳐진 음식들이 준비되

었습니다. 

북쪽의 팔각형 룸 
본 반-팔각형 침실을 자주 찾았던 방문객은 미국의 4대 대통령이

었던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과 그의 유명한 와이프 달리

(Dolley) 였습니다. 매디슨은 제퍼슨의 친한 친구였으며 중요한 협

력관계를 가졌고, 매디슨의 사유지인, 몬테펠리어(Montpelier)는 몬

티첼로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하룻길 여행거리에 해당합니다.

홀
여러분이 제퍼슨 시대에 몬티첼로를 방문했더라면, 제퍼슨

의 노예 집사인, 버웰 콜버트(Burwell Colbert)나, 노예 

하우스보이 중의 한사람이 훌륭한 2층 방에서 여러분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홀에는 제퍼슨 대통령이 기획했

던 태평양 탐험 원정에 참가했던 메리웨더 루

이스와 윌리엄 클라크 (Meriwether Lewis and 

William Clark)에게 외교 선물로 주어진 미국 원주민 물건

들이 전시되어 있

습니다. 원주민 물

건들은 광범위한 

컬렉션 가운데 중

앙을 차지하고 있

으며, 여기에는 유

럽인의 예술품, 발

견된 대륙 및 버지

니아 지도들 및 

뼈, 화석, 뿔, 북미 

동물의 멸종 또는 살아있는 동

물들의 스킨 등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형 시

계는 시간뿐 아니라 요일까지

도 표시해 줍니다. 

서재
제퍼슨은 그의 개인 아파트, 또는 

스위트에 6,700권에 이르는 장서

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812년 

전쟁시에, 영국이 국회도서관과 

더불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수도를 불태웠습니다. 1815년, 

제퍼슨은 많은 부채로 인해, 그의 

도서를 국가에 판매했으며, 그의 

도서는 현 국회 도서관의 핵심도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서를 판매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제퍼슨이 존 아담스에게 쓴 편지에는, “난 책 

없이는 살수 없네”라고 했으며, 더 많은 책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

다. 그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장서 대부분은 그의 집과 집안의 살림

을 포함한 노예들까지도 그가 진 부채를 값기 위해 매각되었습니다. 

현재는, 몬티첼로에 있는 은퇴 도

서관에 몇개의 원본만이 남아있습

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책들은 원

본과 같은 동일한 제목과 판에 해

당합니다. 제퍼슨은 확고하게 교

육받은 시민이 민주주의 생존에 

필수임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교

육받은 시민을 배출해 내기 위해 

1817년에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

했습니다.

서재 및 침실
매일, 제퍼슨은 그의 서

재에서 글을 쓰고 도서

를 읽는데 시간을 보냈

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두개의 펜이 달린 복사

기인, 등사기가 놓여 있

습니다. 제퍼슨이 하나의 펜으로 글을 작성할 때, 다른 하나의 펜이 

똑같은 복사를 만들어 냅니다. 제퍼슨이 그의 일생동안에 썼던 대략 

19,000개에 해당하는 모든 서신의 복사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퍼슨의 침대는 서재와 침실사

이의 골방에 두었습니다. 이 디자

인은 공간 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로 프랑스의 스타일을 모방했습니

다. 바로 그 위에는 옷 보관을 위

한 높이가 긴 통풍 공간을 두었습

니다.  이 공간은 그의 침대머리쪽

에 있는 문을 통해 사다리로 연결

되었습니다.

제퍼슨은 이 방에서 1826년 7월 4

일에 사망했는데, 이날은 정확하게 

국회가 독립선언서를 승인한지 50

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2대 

대통령이면서 제퍼슨의 정치 대

항자이자 친구였던 존 아담스

(John Adams)도 같은 날 메사

추세츠에서 사망했습니다. 

남쪽 스퀘어 룸
이 작은 방은 오로지 제퍼슨 가족 전용으로 메인 층에 위치한 단 하나

의 방입니다.  제퍼슨이 은퇴하고 있는 동안, 제퍼슨의 장녀인, 마르다 

제퍼슨 랜돌프(Martha Jefferson Randolph)가 그녀의 대가족과 함께 

몬티첼로에서 살았으며, 이방을 그녀의 개인 거실(sitting room)로 또

는 사무실로, 그리고 그녀 자녀들을 위한 교실로도 사용했습니다. 이 

방에서 마르다는 가족일가나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사활동들, 즉 하녀

로써 일하고 있는 약 15명의 노예가 있는 메인 하우스에

서의 요리나, 남종, 시녀, 보모, 웨이터, 및 수위들의 활

동들을 감독했습니다. 벽에는 제퍼슨 가족의 실루엣

이 걸려 있습니다. 제퍼슨의 와이프인 마르다 웨일즈 

스켈톤(Martha Wayles Skelton)은 1782년, 그녀

의 나이 33세에 사망했습니다. 제퍼슨은 그들의 결

혼생활에 대해 “ 10년간의 끊임없는 행복의 연속”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퍼슨은 다시 재혼하지 않았

습니다. 그들 슬하의 여섯 자녀 중 오직 두 자녀 

마르다와 메리(Martha and Mary)만이 성

년까지 생존했습니다. 매리 제퍼슨 앱스

(Mary Jefferson Eppes)는 출산 합병

증으로 1804년에 사망했지만, 마르다와 

그녀의 11명의 자녀 대부분은 몬티첼로

에서 1809-1826년까지 살았습니다. 

샐리 헤밍스 (SALLY HEMINGS)

샐리 헤밍스 (1773-1835)는 대 헤밍스 가족의 일원으로 몬티첼로에 있는 
노예 시녀였습니다. 1998년 DNA 검사 결과 제퍼슨과 헤밍스 가족간에 유전적 
링크가 밝혀졌습니다. 기존의 과학과, 다큐멘터리, 및 통계적 증거,구두로 전해오는 

역사, 몬티첼로 및 대부분의 역사가들을 근거로, 토마스 
제퍼슨의 와이프가 사망한 수년 후에, 토마스 제퍼슨이 샐리 
헤밍스 자녀들, 즉 비벌리, 해리엇, 메디슨, 및 이스턴 헤밍스 

(Beverly, Harriet, Madison, and Eston Hemings)
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monticello.org.에서 문의 하십시오. 

LEVY 가의  청지기직
몬티첼로가 지금도 생존하는 이유는 제퍼슨이 
사망한 후 두 주요 소유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 중 한사람은  우리아 필립스 레비 (Uriah 
Phillips Levy)로, 미국 해군의 첫번째 유대인 
제독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조카인, 제퍼슨 
몬로 레비( Jefferson Monroe Levy)
였습니다. 레비가 소유주로 있는 동안 그 집을 
다시 복원하고 보전하는데 노력했습니다. 
1923년에, 토마스 제퍼슨 재단이 설립되었고 
제퍼슨 레비로부터 소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재단은 레비가족에 의해 수립된 
보존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몬티첼로
하우스;집 및 가구 비치



제퍼슨의 등사기,  
편지를 복사하는 기계 
 버지니아 대학 기증품

본 하우스 지하의 크로스로드  (CROSSROADS)  전시물을 통해 몬티첼로에서 가사일에 대해 배우십시오.

멀베리 로우(Mulberry Row) 
의 노예 집에서 발굴한 주석-유약 도기 단지

위: 멀베리 로우(Mulberry Row) 
에서 발굴된 도자기 파편들 부속건물의 역사적 설계도

제퍼슨은 그의 가든 책에서 채소류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든 북, 1766-1824, 50페이지, 저자: Thomas Jefferson, 메사추세츠 역사학회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기증

부억 스튜 스토브 및 난로

와인 셀러(저장실)

남쪽 부속건물이 1809년에 완성됨

해군 제독 우리아 필립스 레비 
(Uriah Phillips Levy)

가든 파빌리온 및 
제퍼슨의 채소 가든

 프랑스 조각가인, Jean-Antoine Houdon  
(1789년)에 의한 토마스 제퍼슨의 흉상 

 Gilder Lehrman 컬렉션의 선물

북쪽

돔 룸

응접실

스카이라이트 스카이라이트

식당

와인 셀러   
(저장소)

맥주 셀러   
(저장소)

저장용  
지하실

저장용  
지하실 웨어  (물품 보관)룸

티 룸

노스  
피아자

사우스  
피아자  

(그린 하우스)

제퍼슨 챔버
침실

캐비닛

옷장

남쪽 지하 통로

사우스 옥외  
화장실

저장용 
지하실

저장용 
지하실

물품보관실

크로스로드  
전시물

와인 셀러 
  (저장실)

얼음  
하우스

북쪽  
파빌리온  
지하실

사우스  
파빌리온  
지하실

낙농장

노
예

 거
주

지

조리사  
룸

부엌

스
모

크
(훈

제
용

) 
하

우
스

북쪽 옥외  
화장실

마
구

간
마

차
 보

관
소

맥주 셀러   
(저장실)

북쪽 지하 통로

몬티첼로
부속건물, 가든 및 그라운드

부속건물 
몬티첼로에 대한 제퍼슨의 디자인에 있어

서 괄목할만한 점은 “부속건물”이나, 꼭 

필요한 서비스 룸을 하우스에 통합하는 방

식의 디자인이어서 그들이 밖으로 나갈 필

요없이, 내부에서 어디든 쉽게 출입이 가

능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부속건물은 본 하우스의 공공장소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부엌이나, 

훈제를 위한 장소, 유제품, 얼음장소, 및 

마차용 공간 등을 위한 하우스 양쪽의 부

속건물은 모든 전천후 날씨에도 지하층으

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

를 따라 음식, 음

료수, 땔감 등을 위한 저장공간이 마련되어 있

습니다. 이러한 통로 및 부속건물에서, 제퍼슨 

가족의 삶과 하우스 및 농장에서 일하는 노예 

아프리카계 어메리칸의 삶은 교류되었습니다.

노스 테라스와 파빌리온
몬티첼로에 있는 두개의 테라스 중 하나는 높

은 곳에 위치한 통로로서, 방문객들이 이곳을 

“저녁이나 우중충한 날씨에 좋아하는 산책로 

“라고 부른 공공의 테라스”로 알려져 있습니

다. 테라스 밑에는 작업 공간이 놓여 있는데 여

기서 노예 일꾼들이 본 하우스 살림을 계속 해나가기 위한 필요한 일들

을 수행했습니다. 테라스 끝쪽에 있는 노스 파빌리온 (North Pavilion)

은 1808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사위인, 토마스 맨 랜

돌프(Thomas Mann Randolph )가 가끔 연구를 위한 장소로써 이곳

을 이용했습니다.

사우스 테라스와 
파빌리온 
본 테라스는 제퍼슨과 그의 가

족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마

운틴탑에 세워진 첫번째 빌딩

인, 사우스 파빌리온으로 이어

집니다. 제퍼슨은 이곳

에서 처음 몬티첼로가 

건축중일 때인 1770년 

11월 부터 살았습니다. 

1772년에, 제퍼슨과 그

의 와이프 마르다는  파

빌리온 윗층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농장
제퍼슨은 그의 대농원을 별도의 농장으로 구분하여 노예 남성, 여

성, 어린이들에게 노동을 지시하는 상주 감독자를 두어 이들로 

운영이 되게 하였습니다. 대부분 제퍼슨의 노예들은 상속을 통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삶 대부분 동안 약 200명에 이르는 노예들

을 소유했고, 그 노예 중 2/3는 몬티첼로에 살았고 나머지 1/3은 베

드포드 카운티(Bedford County)에 있는 그의 대농

장, 포퓰러 포레스트(Poplar Forest)에서 살았습니다. 

제퍼슨은 처음에 담배작물을 그의 주요 현금 수익 작

물로 재배했지만 1790년대에 밀로 전환했습니다.。 

멀베리 로우 (MULBERRY ROW)
멀베리 로우는 통로를 따라 심은 멀베리 나무들에 대한 

명칭으로,  이곳은 1770년부터 1826년 제퍼슨이 사망하

기까지 몬티첼로 농장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나무 

그늘 아래서, 노예나, 해방된 노예, 계약 

노동자 및 장인들이 살면서 노동했습니

다. 멀베리 로우는  다양한 몬티첼로의 건

축의 필요성과 제퍼슨 일가 및 제조 요구

에 부합하기 위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되었습니다. 1796년에, 이곳

엔 최대 23개의 건축물이 있었습

니다. 이 대부분의 건물은 목

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보

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꽃의 정원
1808년 경에, 제퍼슨은 하우스 4곳 코너에 20개의 타원

형 화단과 웨스트 론(West Lawn)을 둘러 싸고 있는 자갈

보도를 따라 꽃으로 테두리를 만든 화단길을 설계하여 식

물을 심었습니다. 뱀처럼 구불구불한 형태의 꽃길이나 타

원형 “섬”처럼 생긴 화단을 통해, “7개의 화인 아트 중의 하나”

로 간주되는, 조경 디자인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

는 제퍼슨의 관심사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
나무는 제퍼슨이 좋아하는 식물가운데 높은 순위를 차지 

했습니다. 그는 160여종의 식물에 대해 기록을 남겼는데, 

이 식물의 종에는 하우스 주변의 장식용 “관목”과, 원형 

통로를 따라 심은 멀베리 앨리스, 쥐엄나무, 및 기타 나

무들이 포함됩니다. 방문객들은 한 손님이 제퍼슨의”애

완용 나무”라고 불렀던 것을 구경하도록 종종 인도되기

도 합니다. 

그린 하우스
제퍼슨은 그의 서재와 인접해 있는 온실에서 오렌지 나무

와 같은 꽃과 방향식물을 재배하였습니다. 서재 역시 도구

나 작업대를 두고 있었으며 그의 애완동물 입내새(aviary)

용 새장을 설치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온실에는 공간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널빤지식 조절용 2개의 

옥외 포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채소 가든
제퍼슨에게 그의 “가든”이라고 하면, 남동쪽 산 경사면에 위치한 그

의 채소밭을 의미합니다. 채소로 가족의 식탁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지만, 그 채소 가든에는  99종에 해당하는 야채와 허브에서 330

개에 달하는 다양한 야채 품종을 재배하는 하나의 실험실로써의 기

능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역사상 혁명적인 가든으로 제

퍼슨이 이룬 가장 훌륭한 원예학의 업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가든은 제퍼슨 시대와 19세기 야

채 품종 보존의 종자 은행 역할

을 합니다.

제퍼슨의 묘지
토마스 제퍼슨은 1773년 그가 

선택한 묘지에 그의 다른 가족들

과 함께 몬티첼로에 묻혔습니다. 

이 부지는 제퍼슨의 후손들이 소

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묘지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그

의 묘비명에는 “미국 독립선언서

의 기초자이자, 그리고 버지니아

주 종교 자유법의 작성자, 버지

니아 대학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

슨 이곳에 잠들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응접실
제퍼슨 가족이나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책을 읽고, 

게임이나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우아한 마루 바닥으로 

장식된 응접실에 모 였습니다.  

이 응접실에는 몬티첼로 

가구제작소에서 만든 가구를 

비롯하여 프랑스에서 구한 

제퍼슨의 가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벽은 신세계에 대한 유명한 

항해사나 탐험가의 초상화,미국 애국자와 정치인의 초상화, 및 

제퍼슨에게 있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세사람” 즉, 

프란시스 베이컨(실증론자), 아이삭 뉴턴 (물리학 법칙을 잘 표현한)

과 존 록크(사회 계약론으로써 정부이념을 옹호했던)의 초상화들로 

특징을 이룹니다. 또한 시각적으로 강한 충격을 주는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도 걸려 있습니다. 

식당과 티 룸
그 당시 여느 미국사람들처럼, 제퍼

슨 가족과 그들의 손님들은 하루에 

두번 주요 식사를 했는데, 아침은 오

전 8시경에, 저녁은 오후 4시경에 준

비가 되었습니다. 테이블은 식사하는 

사람의 참여 수에 따라서 준비되었습

니다. 테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엔, 테이블을 접어 벽쪽으로 치워 놓

았습니다. 티룸은 저녁식사 후 와인

이나 오후 다과를 위한 안락한 휴식

을 취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제퍼슨의 은퇴기간 동안, 노예 요리사인, 이디스 포셋과 프란시스 

헌(Edith Fossett and Frances Hern )은 집 지하실에 있는 부엌에

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젊은 남성 웨이터의 도움을 받았던 집사, 

버웰 콜버트 (Burwell Colbert)는 다이닝 룸에서 시중을 들었습니

다. 몬티첼로에서 먹는 음식은 버지니아 농장에서 먹는 일반 음식

보다는 다양하였으며, 여기엔 앵글로 식민지 요리와 아프리카계 미

국 전통요리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요리가 합쳐진 음식들이 준비되

었습니다. 

북쪽의 팔각형 룸 
본 반-팔각형 침실을 자주 찾았던 방문객은 미국의 4대 대통령이

었던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과 그의 유명한 와이프 달리

(Dolley) 였습니다. 매디슨은 제퍼슨의 친한 친구였으며 중요한 협

력관계를 가졌고, 매디슨의 사유지인, 몬테펠리어(Montpelier)는 몬

티첼로에서 약 30마일 떨어진 하룻길 여행거리에 해당합니다.

홀
여러분이 제퍼슨 시대에 몬티첼로를 방문했더라면, 제퍼슨

의 노예 집사인, 버웰 콜버트(Burwell Colbert)나, 노예 

하우스보이 중의 한사람이 훌륭한 2층 방에서 여러분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홀에는 제퍼슨 대통령이 기획했

던 태평양 탐험 원정에 참가했던 메리웨더 루

이스와 윌리엄 클라크 (Meriwether Lewis and 

William Clark)에게 외교 선물로 주어진 미국 원주민 물건

들이 전시되어 있

습니다. 원주민 물

건들은 광범위한 

컬렉션 가운데 중

앙을 차지하고 있

으며, 여기에는 유

럽인의 예술품, 발

견된 대륙 및 버지

니아 지도들 및 

뼈, 화석, 뿔, 북미 

동물의 멸종 또는 살아있는 동

물들의 스킨 등이 포함되어 있

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형 시

계는 시간뿐 아니라 요일까지

도 표시해 줍니다. 

서재
제퍼슨은 그의 개인 아파트, 또는 

스위트에 6,700권에 이르는 장서

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812년 

전쟁시에, 영국이 국회도서관과 

더불어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수도를 불태웠습니다. 1815년, 

제퍼슨은 많은 부채로 인해, 그의 

도서를 국가에 판매했으며, 그의 

도서는 현 국회 도서관의 핵심도서가 되었습니다. 그가 도서를 판매

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제퍼슨이 존 아담스에게 쓴 편지에는, “난 책 

없이는 살수 없네”라고 했으며, 더 많은 책을 구입하기 시작했습니

다. 그가 사망한 이후에, 그의 장서 대부분은 그의 집과 집안의 살림

을 포함한 노예들까지도 그가 진 부채를 값기 위해 매각되었습니다. 

현재는, 몬티첼로에 있는 은퇴 도

서관에 몇개의 원본만이 남아있습

니다. 여기에 있는 다른 책들은 원

본과 같은 동일한 제목과 판에 해

당합니다. 제퍼슨은 확고하게 교

육받은 시민이 민주주의 생존에 

필수임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교

육받은 시민을 배출해 내기 위해 

1817년에 버지니아 대학을 설립

했습니다.

서재 및 침실
매일, 제퍼슨은 그의 서

재에서 글을 쓰고 도서

를 읽는데 시간을 보냈

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두개의 펜이 달린 복사

기인, 등사기가 놓여 있

습니다. 제퍼슨이 하나의 펜으로 글을 작성할 때, 다른 하나의 펜이 

똑같은 복사를 만들어 냅니다. 제퍼슨이 그의 일생동안에 썼던 대략 

19,000개에 해당하는 모든 서신의 복사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제퍼슨의 침대는 서재와 침실사

이의 골방에 두었습니다. 이 디자

인은 공간 절약을 위한 아이디어

로 프랑스의 스타일을 모방했습니

다. 바로 그 위에는 옷 보관을 위

한 높이가 긴 통풍 공간을 두었습

니다.  이 공간은 그의 침대머리쪽

에 있는 문을 통해 사다리로 연결

되었습니다.

제퍼슨은 이 방에서 1826년 7월 4

일에 사망했는데, 이날은 정확하게 

국회가 독립선언서를 승인한지 50

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2대 

대통령이면서 제퍼슨의 정치 대

항자이자 친구였던 존 아담스

(John Adams)도 같은 날 메사

추세츠에서 사망했습니다. 

남쪽 스퀘어 룸
이 작은 방은 오로지 제퍼슨 가족 전용으로 메인 층에 위치한 단 하나

의 방입니다.  제퍼슨이 은퇴하고 있는 동안, 제퍼슨의 장녀인, 마르다 

제퍼슨 랜돌프(Martha Jefferson Randolph)가 그녀의 대가족과 함께 

몬티첼로에서 살았으며, 이방을 그녀의 개인 거실(sitting room)로 또

는 사무실로, 그리고 그녀 자녀들을 위한 교실로도 사용했습니다. 이 

방에서 마르다는 가족일가나 농장에서 발생하는 가사활동들, 즉 하녀

로써 일하고 있는 약 15명의 노예가 있는 메인 하우스에

서의 요리나, 남종, 시녀, 보모, 웨이터, 및 수위들의 활

동들을 감독했습니다. 벽에는 제퍼슨 가족의 실루엣

이 걸려 있습니다. 제퍼슨의 와이프인 마르다 웨일즈 

스켈톤(Martha Wayles Skelton)은 1782년, 그녀

의 나이 33세에 사망했습니다. 제퍼슨은 그들의 결

혼생활에 대해 “ 10년간의 끊임없는 행복의 연속”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퍼슨은 다시 재혼하지 않았

습니다. 그들 슬하의 여섯 자녀 중 오직 두 자녀 

마르다와 메리(Martha and Mary)만이 성

년까지 생존했습니다. 매리 제퍼슨 앱스

(Mary Jefferson Eppes)는 출산 합병

증으로 1804년에 사망했지만, 마르다와 

그녀의 11명의 자녀 대부분은 몬티첼로

에서 1809-1826년까지 살았습니다. 

샐리 헤밍스 (SALLY HEMINGS)

샐리 헤밍스 (1773-1835)는 대 헤밍스 가족의 일원으로 몬티첼로에 있는 
노예 시녀였습니다. 1998년 DNA 검사 결과 제퍼슨과 헤밍스 가족간에 유전적 
링크가 밝혀졌습니다. 기존의 과학과, 다큐멘터리, 및 통계적 증거,구두로 전해오는 

역사, 몬티첼로 및 대부분의 역사가들을 근거로, 토마스 
제퍼슨의 와이프가 사망한 수년 후에, 토마스 제퍼슨이 샐리 
헤밍스 자녀들, 즉 비벌리, 해리엇, 메디슨, 및 이스턴 헤밍스 

(Beverly, Harriet, Madison, and Eston Hemings)
의 아버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monticello.org.에서 문의 하십시오. 

LEVY 가의  청지기직
몬티첼로가 지금도 생존하는 이유는 제퍼슨이 
사망한 후 두 주요 소유주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 중 한사람은  우리아 필립스 레비 (Uriah 
Phillips Levy)로, 미국 해군의 첫번째 유대인 
제독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의 조카인, 제퍼슨 
몬로 레비( Jefferson Monroe Levy)
였습니다. 레비가 소유주로 있는 동안 그 집을 
다시 복원하고 보전하는데 노력했습니다. 
1923년에, 토마스 제퍼슨 재단이 설립되었고 
제퍼슨 레비로부터 소유지를 구입했습니다. 이 재단은 레비가족에 의해 수립된 
보존 전통을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몬티첼로
하우스;집 및 가구 비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