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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진  시기: 1901-1903, 28 개월간 , 이전의  미시시피  주  교도소부지 . 

 

     초기  비용:                $1,093,641,- (약11억원). 이는  일리노이주  센트럴  철도사업의  체납  세금에  대한  

소송에서승 

                                        소한  미시시피주에  주어진  기금으로  하급법원의  판결을  미국  대법원에서  승인하였다 .

  

 

     건축가:  Theodore C. Link of St. Louis, Missouri. 

 

     건축양식:                 1890 ~ 1920년대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보자르(Beaux Arts) 양식 . 옥스포드  건축학  

사전에는   

                                       이를  “전문적이고  자신감이  있으며 , 웅장하고  고급스럽다 .” 고  정의하였다 . 

 

     정부:                         입법부와  주지사의  입법회의  사무소들은  주의회  의사당에  있다 . 주지사의  전용  

오피스는 

                                       Walter Sillers Building에  있으며사법부도  Carroll Gartin Justice Building에  있어 , 두  사무소   

                                       모두  북쪽방향으로  High Street 맞은편에  있다 . 

 

     면적:                         폭 402피트(122.5m); 깊이 225피트(68.58m); 총 면적 171,000 제곱피트 (52,120m2)에 달 

                                   하며 중앙  돔의 높이는  1층에서부터  180피트  (54.86m) 이다 . 

 

     외부:                         외부  벽은  조지아의  화강암을  기반으로  인디아나의  석회석으로  지어졌다 .메인  돔은  

유광의   

                                       테라코타로  지어졌으며 , 석회석  돌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다 . 독수리는  금박을  입힌  

구리이며 ,  

                                       높이가  8피트  (2.4m), 날개  폭은  15피트(4.57m)이다 .   

 

      재건축:  1979-1982 년 , $19,000,000,- (약  200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 

 

      조명:   4,750 개의  기존  조명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750개가  원형  홀에  있다 . 

 

      1층:                          주지사의  홀 . 초상화들은  재직한  순서대로  걸려있다 . 

    

      2층:                          본래의  대법원은  동쪽 복도  끝에  있다 . 지금은  상원위원회  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일반인의  관람이  가능하다 . 안에는  여성최초  부주지사Evelyn Gandy의  흉상이  

있  

                                        으며 , 맞은편  벽에는  1899년에  복원된  석판화가  걸려있다 . 석판화  중에는  유일한  

미시시피주 

                                        출신의  대법관인L.Q.C. Lamar의  판화도  있다 . 서쪽  복도  끝에  위치한  이전의  

주립도서관은   

                                        현재  하원의원들의  사무실과  위원회  실로  사용되고  있다 . [이전의  주립도서관은  

복도에서만 

                                        보십시오] 

 

        원형  홀:                  벽은  이태리의  흰  대리석에  검정색  몰딩으로  이루어졌으며 , 8개의  기둥은  

모두스칼리올라 

                                         (scagliola) 라고  불리는  수작업  아트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 눈가리개를  

한유스티티아는법 



                                          의  공정성과  정직성을  나타낸다 . 난간들은  모두  주철  이며 , 건축적  디자인을  

강조하였다 . 돔   

                                          안에  있는  4개의  메달  그림은  미시시피주  역사에  나오는  장면들을  묘사했다 . 

 

큰  계단:                   메인  계단은  전형적인  보자르(Beaux Arts) 스타일이다 . 층계의  3개의  

스테인드글라스는원 

                                 주민 , 미시시피주의  조상 , 그리고  정착민들을  나타낸다 . 건물  안의  

모든스테인드글라스와유  

                                 리창은Louis J. Millet Company of Chicago의  작품이다 . 

 

        3층:                          하원의장 , 주지사 , 부주지사 , 상원의원들의 집무실이  위치해  있다. 하원의장은  

하원의회를 , 

                                          부주지사는  상원의회를 주재한다 . 

 

        상원의회:                상원의  집무실은  동쪽  복도의  끝에  있다 . 로비의  모자이크  타일바닥은  

기존바닥을재현 

                                         하였고 ,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고자  고대의  Swastika 디자인(행운의  심볼)이  

사용되었다 . 오 

                                         크나무로  만든  벤치는  원래  건물에  있던  것이며 , 상원의원실의  기둥과  벽은  여러  

종류의인 

                                         조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 돔  중간에는“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  

                                         그리고  시민에게  답하는–시민의정부”라고  적혀있다 . 의원들의  책상은  1940년대에  

교체되  

                                         었으며  미시시피주의  상원의원은  52명이다 . [실내의  책상과  지휘대는  눈으로만  

보시기바 

                                         랍니다] 

 

          하원의회:   하원의  집무실은  서쪽  복도의  끝에  있다 . 현관의  벽은  테네시산  핑크대리석으로  

만들어졌으 

                                         며 , 의원실은  시에나산  인조  대리석과  벨기에산  블랙  대리석으로 이루어져있다 . 

의원들의  책 

                                         상은  기존의  것이다. 오리지널연단 , 서기관 석  그리고  우물은  과일무늬 , 장식과  

몰딩으로  꾸 

                                         며져  있으며 , 주를  상징하는  문장은  각각의 아치  위를  장식하고  있다 . 미시시피주의  

하원의  

                                        원은  총  122명이다. [실내의  책상과  지휘대는 눈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4층:                        복도  바닥에  있는  유리  원기둥은  빛이  바닥을 투과하여  3층  천장의 스테인드  글라스  

패널을  

                                        밝힐  수  있게  되어있다 . 갤러리는  방문객들이  상 .하의원  실을  관람  할  수  있도록  

열려있다 . 

 

        정원:                       주의회  의사당의  남쪽: 자유의  종(Liberty Bell)은1950년에  미국연방재무부가  각  주전시 

                                        용으로  의뢰한55개의  복제품  중  하나이다 .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대포2대도전시 

                                        되어  있다 . 1912년에  바쳐진  여성연합의  기념비는  테네시  내쉬빌의Belle Kinney가  

조각하였 

                                        고, Tiffany Studios에서  주조했다 . 주의회  의사당의  북쪽: 주차장내  동쪽  편에는  1909년에  

미   

                                        해군으로부터  미  정부에  기증된  두번째  ‘USS 미시시피호(Battle No.23)’의  함수부분이  

있다 . 

                                        이 배는  1914년에 그리스에  팔렸다 .  High Street 근처  동쪽에는  미시시피주  프리덤  

트레일   

                                        (Freedom Trail) 의  일부분인  “Capitol Rally” 마커가 있다 .  이것은  1966년  

멤피스에서시작되 



                                        어미시시피  주  의회  의사당에서  끝난  “March Against Fear”(1966년  시민운동)을  기념하는   

                                        것이다 . 이  운동은  미시시피주  역사상  가장  큰  인권운동으로  여겨진다 .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  

                                        이 들어선  정원에는  미시시피주를  상징하는  목련이  있다 .  

 

       관람시간:  월  ~ 금 , 오전8시부터  오후5시  까지  관람가능 . 가이드투어는  오전  9시30 ~ 오전11시 , 

오후                         

                                        1시 , 오후  2시  30분 . 그룹투어는  방문자  서비스센터  601-359-3114 또는  tour@house.ms.gov  

                                        에서  예약 . 기념품  전문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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