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양식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양식: 영국 ‘고딕 복고 양식’
건축자재: 현지에서 제작된 붉은 벽돌
지붕: 현지 자라나무로 제작한 해머 빔 지붕
기둥: 빅토리아 블루스톤
2004-8년에 성 조지 대성당의 전반적인 복원공사가 이루어졌습
니다.

일요일

건물 크기
종탑 꼭대기까지의 높이: 25.5m
벽 꼭대기까지의 높이: 11m
길이: 49m
교회당 너비: 28.5m

한국어 (KOREAN)

영성체 (공동 기도서) 오전 8시
감사성찬례 오전 10시
저녁기도 오후 5시
월요일-토요일
아침 기도 오전 8시
감사성찬례 오전 8시 15분
저녁기도 오후 4시 (토요일 제외)
감사성찬례는 다음 시간에도 거행됩니다
월요일 오후 12시 15분 (공휴일 제외)

연혁

화요일 오후 12시 15분 (매 달 첫 화요일은 치유를 위한 기도)

1841

구 성 조지 성당 설립

1856

퍼스 첫 주교 (매튜 블라그덴 헤일 주교) 임명시 성
조지 대성당으로 승격

1859

부교구 설립 (현재의 대성당 사무실)

1879

현재의 대성당 설립

매일 기도

1888

현재의 대성당 성화

1902

종탑 증축

대성당 영성 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매일 기도가 다양한 시간대
에 제공됩니다. 개인적인 기도를 원하시면 신부님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909

장식 석고벽 추가

1918

버트 추모관 증축

1923

군인 예배당 증축

1956

군인 예배당에 Villers-Bretonneux Cross 재헌정 및
설치

1968

지진으로 인한 훼손

1974

중앙 첨탑 및 종 제거

1976

복원된 종 설치

1993

웨스트 갤러리, 새로운 오르간 및 성가대 오르간 설치

2004-8

전반적인 복원작업 실행. 슬레이트 지붕, 첨탑 및
다락창 복원

2008-11 32’ 봉바르드 및 팡파레 트럼펫 추가 등 웨스트 오르
간 복원 작업 실행
2011

아스칼론 조각상 설치

2017

카도간 송 스쿨 설립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12시 15분
금요일 오후 12시 15분

개방 시간
오전 7시부터 오후6시 (겨울에는 오후 5시 30분)까지

성 조지 대성당
1888 년 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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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객을 위한 안내문

성 조지 대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퍼스에 있는 성 조지 대성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
게 여러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매일 기독교
인들이 함께 모여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속에서, 그리고 때로
는 오르간과 성가대의 거룩한 음악과 더불어 하느님께 예배 드리
고 기도하는 신성한 장소에 서 계십니다.
이 대성당은 전통적인 영국의 ‘고딕 복고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건축 현장을 방문해보지 못하고 완공 전에 세상을 떠난 시드니
출신 건축가 에드문드 블락켓이 설계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둘러보시면서 안내문에 기재된 대성당의 아름답고 다양
한 특징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거나 촛불을 켜보셔도 좋습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 누군
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당직 신부님과의 면담을 요청하
시기 바랍니다.
대성당에는 매일 예배 프로그램이 있으며, 종교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예배 프로그램은 시내에서 근무하거
나 시내를 방문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간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대성당 외부에 설치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 조지 대성당은 세계 수준의 음악, 드라마 및 시각 예술을
퍼스 지역사회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1. 세례대

6. 주교석

대성당의 재정은 봉헌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쪽 문 근처에
있는 모금함을 이용하여 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는 기독교인의 입문예식입니다. 세례식에는 성부, 성자, 성
령의 이름으로 물을 붓는 의식이 포함됩니다. 유아들도 종종 세
례를 받으며, 이런 경우 부모와 대부모가 아기를 세례대로 데려
옵니다.

대성당을 방문하시는 동안, 하느님의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웨스트 오르간

7. 제대

몇 가지 사실들
• 성 조지 대성당은 퍼스 성공회 교구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 호주 성공회는 전 세계 성공회 공동체에 속해 있으며 이 공동
체는 잉글랜드 교회에서 기원하였습니다.
• 최대 수용인원:600
• 일요 예배 평균 참여자 수:300

1993년에 제작되어 2008-11년에 수리작업을 거친 이 오르간은
호주에서 가장 훌륭한 오르간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오르간 몸
체는 타즈마니아 오크나무로 만들어졌으며 앞 파이프들은 주석
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르간은 4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으며
48개의 스피킹 스톱 장치 및 3516개의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3. 성 조지 상

독일 바바리아에서 제작되었고 성 조지가 용을 죽이는 모습을 표
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성 조지는 기독교인으로 개종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대성당의 종탑은 빅토리아 여왕을 기리기 위해 증축되었으며
9개의 종이 달려있습니다.

4. 설교단

• 웨스트 갤러리와 성단소 오르간들은 멜번 출신의 크너드 스멘
지가 제작하였고 1993-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오르간들의
파이프 갯수는 약 5000개 입니다.

5. 군인 예배당

이 설교단은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온 돌로 제작되었습니다.
1914-1918년 전쟁 후 전쟁기념관으로 지어졌던 이 예배당에는
연합체 및 부대들의 깃발과 군대 기념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
다. 계단을 내려가면 성 사비오르 예배당으로 이어집니다.

이 예식용 왕좌는 주교 (또는 대주교)가 앉는 공식적인 자리
입니다. 이 왕좌를 갖춘 성 조지 대성당은 다른 성당과 달리
퍼스 교구의 어머니 성당인 ‘대성당’이라는 칭호를 수여받았
습니다.
돌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제대는 프레데릭 발리 경을 기
념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8. 성가대 또는 성직자 석

이 곳은 성직자 및 성가대가 앉는 자리입니다. 성 조지 대성당
은 두 개의 성가대를 두고 있으며 매주 일요일 아침과 저녁 예
배는 성가로 예배를 드립니다.

9. 중앙 제대

영성체(성찬식 또는 미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최
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성공회 예배의 핵심 부분입니다. 성찬
제병 및 포도주가 놓여지게 되는 이 곳은 이 대성당의 중심적
인 장소입니다.

10. 황동 독수리 강론대

19세기 교회 가구의 훌륭한 본보기인 이 강론대는 예배시 성
경을 읽는 독서대로 사용됩니다. 황동 독수리는 힘과 긴 수명
을 상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