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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 REVOLUTIONARY EXPERIENCE",! 

“친구 여러분! 형제 여러분! 동포 여러분! 초|악의 재난, 우리가 혐오해 마지 않는 차 
를 실은 동인도 회사의 상선이 지금 보스턴항에 도착했습니다!” -1773년 11월 29 

일 자유의 아들(Sons of Liberty)의 서신, 

이제 곧 여러분은 “미국 독랍전쟁의 

계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을 보 
시게 됩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 

주십시오! 홍차를 보스턴항에 내버리 

자는 말이 나올때 “히어, 히어(Hear, 
hear)!” 또는 “허자(Huzzah)!”라 
고 외쳐 주십시오. 세금과조지3세, 의 

회가 나오는 대목에서는 “부(Boo)!” 

또는 “파이(Fie)!”라고 외쳐 주십시 
오. 여러분의 목소리가 조지3세의 귀 

에 들랄 정도로 코게 외쳐 주십시오. 

열띤 집회를 주도하는 새뮤얼 애덤스 

먼저 다음의 안전정보를 잘 읽어 주십시오: 
Historic Tours of America는 여러분의 보스턴 차 사건 선박 박물관(Boston Tea Party Ships & Museum)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어트랙션의 성격상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안전정보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 이 방에서 수상 전시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배에 오르실 때와 통로를 이용하실 때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 

의하시고난간을붙잡고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박물관또는 배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경우에는통로를통해 

이 건물로 돌아와 비상구를 이용하십시오. 휴대전화 및 전자장비는 매너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 

과 배, 야외갑판에서는 사진촬영이 가능합니다만 아래층의 박물관은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체험이 종 

료될 때까지 인솔자의 안내에 따라주시고 여러분이 계신 콧은 물 위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스 

턴항에는 홍차만 버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집회(TOWN MEETING) 

때는 바야흐로 1773년 12월 16일, 여러분은 보스턴 시 
민으로서 매우 중요한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 모임 

에 참석한 이들은 자유의 아들과 딸(Sons and Daugh
ters of Liberty)로, 보스턴 시민에게는 영국의회에서 
대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대표 없이 조세는 없다 

며 일방적으로 과세된 세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 

의 아들과 왕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충성파 

(Loya list)는 문제의 차를 실은 상선의 정박을 둘러싸 
고 격론을 벌여 왔습니다. 보스턴항에 정박해 있는 엘리 

너호, 다트머스호, 비버호, 이 세 척의 배에는 동인도 회 

사의 홍차가 340 상자 실려 있었습니다. 다트머스호와 
비버호 선주인 프랜시스 로치는 토머스 허친슨 지사에 

게 차를 하역하지 않고 영국으로 배를 돌리게 해 달라 

고 청원하기 위해 매사추세츠 밀턴으로 떠난 상태였습 

니다. 만약홍차가하역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보 

스턴 시민은앞으로더 높은세금을물수 밖에 없게 됩 

니다! 이 집회에서 새뮤얼 애덤스(Samuel Adams)는 

여러분에게 조지3세와영국의회가식민지에 대해 영국 

정부에서의 대표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몇 번이고 세금 

을 징수해 왔다는 사실을 상기시겁니다. 인지세는 종이로 만들어진 물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심지어 카드와주사 

위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타운센드법은 납과 도료, 유리, 홍차에 세금을 물렸습니다. 이제까지 자유의 아 

들은 이의제기와 탄원, 영국상품 불매운동을 통해 대표 없는 조세에 항거해 왔습니다. OH국파(Patriots)의 활동 

으로 이러한 법들은 절회되었으며, 지금 홍차에 부과된 이 새로운 조례에 저항하기 위해 보스턴의 시민이 모였 

습니다. 여러분은 프랜시스 로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군중이 “오늘 밤 바다에 홍차를 내버랄 것(salt 

water and tea will mix tonight)”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애국파를 따를 것 입니다. 새뮤얼 애덤스는 “이 나라 

를 구하기 위해 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 뿐!”이라며 비밀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집회를 끝마칩니다 ! 모호코 
족의 복장을 몸에 두르고 애국파 

를 따라 그리핀 부두로 갑시다!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 차사건 



차를 버리다 (THE DESTRUCTION OF THE TEA) 

애국파의 주도 하에 그리핀 부두로 가서 차 상자를 보스턴항에 던져버 
리십시오! 그리고 인솔자를 따라 이렇게 외집니다. “차를 바다에 버리 

자!(Dump the tea, into the sea!)” 그리고 잊지 말고 모호코족의 복 
장을 둘러 주십시오! 이 깃털은 미국 원주민인 모호크족과 그들의 독립 
을 상징합니다. 자유의 아들은 오늘 밤 이 깃털을 몸에 지님으로써 독 
립의 정신을기랄 것입니다.또한애국파는흙과검탱을얼굴에 바르고 
두꺼운 외투로 그 몸을 감출 것입니다. 그리핀 부두에 당도하면 여러분 
은 비버호와엘리너호중 한척에 올라자유의 아들동지와 합류합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벌어질 일은 왕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일 
깨워 줄 것입니다. 500야드밖에 떨어지지 않은 콧에 영국군함 서머셋 
호와 보인호가 맞을 내리고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 
니다. 여러분은 이 콧에 모인 이들의 이름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보스턴항의 짜디싼 바닷물에 차를 버렬 것입니다! 

앞으로 3시간 30분 동안 자유의 아들 90-150명01 9만여 파운드(45톤 

이상)으| 차, 시가 1만 파운드(현재 시가기준 약 150만 달러)어치의 홍 
차를 바다에 버랄 것입니다. 

보스턴항에 차를 버리자! 

더 나아가 우리는 동인도 회사와 이 회사가 보유한 영국령 식민지에서의 

차 독점판매권에 반대합니다. 동인도 회사는 대영제국에게 큰 빚을 지고 있으며 1700만 파운드가 넘는 홍차가 
이 회사에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 홍차 중 일부가 런던의 창고어| 4년 넘게 쌓여있습니다! 영국 의회는 차 조례를 
제정해 동인도 회사에게 북미지역에서 차를 판매할 수 있는 차 독점판매권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보스턴 상인들 
을 파산으로 몰아넣었으며, 애국파는 영국 의회가 차 시장의 파탄을 초래한 것과 같이 다른 물품에 대해서도 똑 
같은 일을 벌일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의 표식이 옆면에 찍힌 차 상자를 찾읍시다! 

차 상자를 모두 바다에 던지셨다면 선박의 선창과 선미에 위치한 선실을 둘러보실 차례입니다. 갑판 아래 증에 
는 고래기름, 럼주, 당밀이 든 통을 비롯해 밀과 각종 곡물이 담긴 소나무통 등 다양한 화물이 실려 있습니다. 생 
필품과 가구가 든 트렁크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조금 전의 사건에 대해 일지에 기록하는 선장과 마주질 수도 있 
습니다. 



브럭 비버호: 

브릭비버호 

이 차를 바다에 내버랄 때 비버호에 함께 

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아들은 홍차 외의 

했습니다. 자유의 아들은 약속을 지켰고 

엘리너호: 

이 배는 1772년 매사추세츠주 시츄에이트에서 건조된 브럭 

비버 호의 복제품입니다. 선주는 난터켓의 로치 가(家)였습니 

다. 비버호는 포경선이었지만 홍차 등 화물을 수송하기도 했 

습니다. 상선으로 쓰일 경우에는 8-10명의 선원이 이 배를 탔 

고 포경선으로 쓰일 때에는 더 많은 수의 선원이 이 배에 있었 

습니다. 선장은 퀘이커 교도인 헤제키아 코핀이었습니다. 비 

버호는 동인도 회사의 홍차 112상자를 싣고 보스턴항에 들어 
온 마지막 선박이었습니다. 선원들에게 천언두가 발병해 정박 

이 늦어진 탓입니다. 이 배는 레인스포드섬에 격리되어 유황 

을 피워 선내를 소독하고 정화작업을 실시했습니다. 1773년 

12월 15일 수요일에 이 배는 그리핀 부두에 정박했습니다. 보 

스턴 차사건 하루 전 날이었습니다.코핀 선장은자유의 아들 

실려있는 고급가구와 다른 화물도 함께 버려질 수 있을 것이라 우려했 

모든 화물은 무사할 것이며 선원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 

브릭 비버호에 실린 차를 제외한 모든 화물은 무사했습니다. 

이 배는 보스턴의 이름난 상인인 존 로가소유한 선박 중 하나인 엘리너호의 

복제품입니다.1773년 12월 2일 목요일에 그리핀 부두에 들어온 두 번째 선 

박입니다. 세 개의 롯대를 단 이 배는 포경선으로 쓰인 적이 없고 화물수송 

용도로만 쓰여 “전문 상선(constant trader)”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리 

너호에는 홍차 114상자가 실려 있었고 선장은 왕당파를 지지하는제임스 브 

루스였습니다. 브루스 선장은 존 로의 의향과 반대로 배에 홍차를 실었습니 

다. 로는 후에 “홍차를 싣지 않는 조건으로 브루스 선장에게 50071 니”를 건 

냈다고 말합니다. 이 날 밤, 자유의 아들은 동지들에게 “홍차 한 잎도 남기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참가자들과 애국파 젊은이들은 빗자루를 들고 잣잎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갑판을 말끔히 청소했습니다! 

선주인 존 로를 상징하는 엘리너 
호의뱃머리 



그리핀부두 
그리핀 부두에서 여러분은 그 날 밤 벌어진 일과 차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보 

스턴 차 사건에 참여한 이들의 명단에서 여러분이 각자 맡으신 등장인물의 이름을 찾아보십시오! 과거 보스턴의 

반대운동은 과격했으며 심지어 폭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 밤만큼은 자유의 아들은 선원들에 

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홍차를 제외한물품에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다트머스호에서 자물쇠가 하나부쉐졌 

지만 자유의 아들은 다음 날 아침 몰래 새 자물쇠를 가져와 채워놓았습니다! 

보스턴 차사건 다음날 아침 애국파와 왕당파의 주장을 듣다 

다음 날아침---
차 사건이 벌어진 후 보스턴에 아침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선을 넘었습니다. 토머스 허친슨 지사는 이를 “ 
미 대륙에서 벌어진 사건 중 가장 대담한사건”이라 일컬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그 이면에서 

는 분열이 생걱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애국파 지지자인 사라와 왕당파를 지지하는 캐서린을 보시게 됩니다. 

캐서린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보스턴 주둔 영국군을 자유의 아들이 일으킨 폭동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줄 보 

호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왕당파들처럼 그녀는 자유의 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만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사라는 붉은 제복(영국군의 별칭)을 점령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여태까지 저항운동으로 대표 없 

는 조세의 절회를 이끌어냈듯이 이번 차 사건으로 의회가 조례를 절회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라는 대표 없 

는 세금이 부과되는 물품을 구매하지도 판매하지도 않겠다는 애국파의 수입거부협약에 참여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진정한 보스턴 시민이라면 차 조례가 절회될 때까지 홍차를 마시지 말자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그리고 왕의 홍차가 내버려진 후 일어날 일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로빈슨의 차 상자(THE ROBINSON HALF CHEST) 

증거를 파기하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 상자들의 일부 잔존물, 그리고 차의 일부 지스러기들이 보스 
톤 항만에 떠 있습니다.여러분 앞에 보이는 유리병은,Old North Church로부터 대여받은 것으로서,투쟁 가담 
자의 장화에서 발견된 차를 담고 있는데, 그 차는 기묘하게도 액체 형태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날 아침 늦게 Dorchester Flats어| 
서 발견됩니다. 청년 John Robin
sonOI 해변가에 있는 차 상자를 발견 
합니다. 그는 그 상자를 집으로 가져 

가서 계단 밑에 숨기고 독립 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떠납니다. 로빈슨 차 

상자와 그 이야기는 몇 세대 동안 가 

족을 통해 전해져 내려 오고 있으며, 

그 상자는 1773년 보스톤 차 사건으 
로부터 생존한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차상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차 상자는 대서양을 

횡단하고도 생존하였으며, 손도끼로 
내리쳐서 열린 상태이었으며, 바닷물 

에 잠격 있었고, 혁명의 기운을 고취 

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상자는 1773 
년 그 운명의 밤에 내던져진 바로 그 
물 줄기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미 

국의 보물은 신세대 애국자들에게 애 

국심을 고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자”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차 상자는 대서양을 횡 
로빈슨의차상자 

단하고도 생존하였으며, 손도끼로 내리쳐서 열린 상태이었으며, 바닷물에 잠격 있었고, 혁명의 기운을 고취하 

였습니다. 오늘날그 상자는 1773년 그 운명의 밤에 내던져진 바로 그 물 줄기 위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미국의 

보물은 신세대 애국자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는상자”입니다. 



초상화갤러리 

조지3세 새뮤얼애덤스 

다음으로 여러분은 초상화 갤러리에서 불공정한 세금징수에 맞서 싸운 애국파 인사와 그 세금을 부과한 왕 등 

여러 인물의 이름과 얼굴을 보시게 됩니다. 특히 조지3세와 새뮤얼 애덤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국에 

보스턴 차 사건이 전해진 것은 사건발생으로부터 6주 후였습니다. 영국 의회와 왕이 취한 조치는 신속했고 그 

만큼 가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비록 만난 적은 없지만 의견의 차이와 신랄한 언사는 대영제국에서 분열이 싹 

트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774년 조지3세는 강저|법(Coercive Acts)이라 불리는 일련의 법 제정을 통해 보스턴 제재에 나섭니다. 식민 

지에서 이 법은 참을 수 없는 법(Intolerable Acts)이라 불렸습니다! 이 때 그들은 보스턴항을 봉쇄하고 보스 

턴 시민이 선출한 공직자를 해임하는 한편으로 보스턴 법원의 공권력을 박탈하고 군정을 펴게 됩니다.1775년 

2월 왕은 뉴잉글랜드를 소요지역으로 선포하고 새뮤얼 애덤스와 존 핸콕과 같은 이들은 반역죄를 물어 체포해 

야 한다고 합니다. 그는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식민지는 굴복하거나 승리해야 한다. 허풍선이들은 이제 영국에 

복종할 것인지, 독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분명히 선을 콧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뉴잉글랜드와 다른 식민지들은 분열되기 보다는 포악한 강제법에 항거하는 공통의 대의를 

내세우며 단결하기 시작했습니다.1774년 9월, 13개 식민지 중 12개가 앞으로 식민지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 

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l차 대륙회의를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1775년 때트럭 헨리는 말합니다. “다른 이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닛맨 시어터(MINUTEMAN THEATRE)와 영화 LET IT BEGIN HERE 

보스턴 차 사건 후 16개월이 지났습니 
다. 잠을 수 없는 법은 보스턴의 굴복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대신에 이 새로운 조 
례는 독립의 불씨를 더욱 코게 지피게 되 
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면서 토머스 허 
친슨 지사가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토마 
스 게이지 장군이 후임 지사로서 계엄령 
을 선포하고 보스턴항을 봉쇄합니다. 영 
국과 식민지와의 분쟁은 세금문제를 넘 
어 더욱코게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사 
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식민지간의 분쟁해 
결에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게 된 것 
입니다. 

각종 상을 수상한 영화 Let It Begin 렉싱턴 그린을 차지하는 영국군 
Here는 렉싱턴 그린 전투를 묘사한 것으 
로 영화 속에서의 그 총성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폴 리비어가 한밤중에 말을 달려 영국군이 진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근 마을에 알리고 미닛맨이 용기를 내어 영국군에게 맞서는 장면을 봐 주십시오. 주으|: 이 영화 
는 전투를 묘사한 것이므로 매우 시끄러울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너무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영화 상영 중 도 
움이 필요하시면 인솔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l.DH.S츠 
E三 AC그 

“인간성 그 자체는 항상 자유를 옹호한다. 또한 인간성에는 모욕에 대한분노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분개가 존 


재한다. 진리에 대한사랑과 미덕의 숭배. 이 사랑스러운 열정은 잠들어있는 불꽃이 LI ... 만약 사람들이 진실과 

거짓, 옳고 그름, 미덕과 부도덕합의 차이를 이해하고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인류가 적용할 수 있는 원척 중에 이 


보다 더 훌륭한원척이 어디 있겠는가?” 


-존애덤스 


보스턴 차 사건은 미국 독랍전쟁의 계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보스턴 차 사건 선박 박물관과 Historic Tours of 
America를 대신해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스턴 차 사건에 휘말 
린 역사적인 홍차를 접해 보실 수 있는 애비게일 티 
룸(Abigail ’s Tea Room)에도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샌드위치와 쿠키를 비롯해 다양한 다과도 즐 
겨보시기 바랍니다. 

애비게일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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