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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규칙

• 삼각대를 사용하지 않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이 목적인 
모든 사진촬영은 가능합니다. 
 

•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유모차와 휠체어를 포함한 모든 
개인 소지품들은 항상 직접 
소지하십시오. 주인이 없는 
모든 물건에 대해서는 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단과 
바닥이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닥이 젖었을 
때에는 매우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 크라이스트 처치 내에서는 
음식과 음료섭취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모든 행동규칙들을 
준수해주시고 사유공간에는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화재나 위험이 발생하거나, 
화재나 대피경보가 울릴 경우, 
즉시 건물을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뛰지 마십시오. 
안전한 가장 가까운 출구로 
빠져나가십시오. 항상 
안내직원의 지시를 잘 
따라주시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잘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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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물에 잠긴 크라이스트 처치 메
도우를 가로질러 바라 본 메도우 건
물 전경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다른 경로를 통과
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잘 따라가 주십시오.

CCTV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범죄 예방과 치안을 
위해 모든 화면은 녹화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의 
자세한 관리규정에 대해서는 
01865 276151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성

크라이스트 처치의 모든 구역에 휠
체어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대학교 측에서 장애인들의 출입을 
보조하는 여러 장비들을 마련해놓
은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
정입니다. 

북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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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 처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유일하게 옥스포드 대학의 컬리지와 영국국교회를 한 기관으로 
합친 곳입니다.  큰 매력을 가짐과 동시에 가장 상징적인 
옥스포드 대학들 중에 한 곳인 이 곳을 만끽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살아있는 역사, 넘치는 문화와 
아름다운 건물들을 자랑합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았지만, 
저희는 바통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 학생들을 교육하여 우리의 
미래를 이어가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라이스트 처치의 
교장이며, 컬리지의 가장 중앙에 있는 관저에 살고 있어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컬리지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컬리지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목 마틴 퍼시, 크라이스트 처치 교장

크라이스트 처치, 옥스포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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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라이드와이드의 색슨 
수도원 설립 

성 프라이드와이드의 소천

어거스틴 수도사들의 
수도원 재설립

월시 추기경의 명령으로 수
도원 폐쇄

카디널 대학의 설립 성당을 
대학 예배당으로 변경

월시 추기경의 몰락

월시의 자리에 헨리 8세의 
킹스 칼리지 설립

헨리 8세는 이 기관을 
대학과 성전을 합친 
크라이스트 처치로 재설립 

크리스토퍼 렌 경에 의해 탐 
타워를 건축 

펙워터 안뜰 완공

메도우 건물들 공사

미술관 개장

대학에 여성의 입학을 
허가함

성 프라이드와이드의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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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연혁

질문, 의견 또는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리직원에게 말씀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다음과 같이 
방문객 관리자 이메일로  
tourism@chch.ox.ac.uk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B&B 사용가능여부와 추후 여러 행사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크라이스트 처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chch.ox.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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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견학

크라이스트 처치에 매년 수천명의 방문객들이 
다녀가시지만, 본교의 목적은 항상 변함없이 두 가지 인데, 
배움의 추구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크라이스트 처치는 처음 월시 추기경이 교육과 
영성을 모두 함께 회복시키기 원했던 카디널 컬리지에서의 
기풍을 보존해나가고 있습니다. 

메도우와 메도우 빌딩 (1)
입장하기 위해 통과했던 메도우 빌딩은, 19세기에 학부 
대학생들에게 더 많고 더 나은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건물의 방들은 여전히 학생들과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크라이스트 처치 목초지를 바라보고 
있고, 이 곳은 처웰강과 템즈강으로 둘러쌓였고 나무와 
초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조용한 장소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미술사가였던 존 러스킨은 베니스 고딕 양식을 
매우 선호하였고 좋아했습니다.  러스킨은 이 컬리지에서 
1837년부터 1842년까지 학부생이었으며 자주 범람하는 
메도우를 보면서 베니스의 풍경을 떠올렸다고 합니다(첫 
페이지 참고). 

더 홀 스테어케이스 (2)
많은 세대의 학생들이 지금까지 홀에 있는 이토록 
아름다운 계단실을 올라다녔습니다.   넓은 계단은 많은 
그룹이 함께 계단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간 
문설주의 커다란 창문도 계단 통로와 천장에 달린 부채꼴 
모양의 둥근 천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계단실의 가장 아래에 있는 문에는 ‘노 필’이라는 
문구가 위에 적혀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1829년에 
내무장관이었던 로버트 필 경(크라이스트 처치 출신생)
이 카톨릭 교도들을 위한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것을 
제안했을 때에 생겨난 항의와 시위의 흔적입니다. 

더 그레이트 홀 (3)
더 홀은 대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학문 
커뮤니티는 이 곳에 매일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모였고 
특별한 경우에는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에는 
방문객이 더 홀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아침식사, 점심식사

더 홀 스테어케이스는 고급 부채꼴 모양으로  
1638년에 천장에 설치되었습니다.  

‘기숙사’와 숙소

크라이스트 처치(‘더 하우스’
로도 불림)는 저희 학생들이 
옥스포드에 있는 동안에 머무는 
숙소입니다.  학생들이 숙소에서 
먹고,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객들은 
기숙사에서는 최대한 정숙을 
해야 하고 정해진 통로로만 
다녀야 합니다.  학생들은 
모든 대학들의 회원들에게도 
제공되어지는 대학의 여러 
도서관, 연구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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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엔 브런치)와 저녁식사는 홀에서 항상 먹습니다. 저녁식사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코스 요리로 이뤄집니다. 저녁식사시간은 두 번 있습니다: 비공식홀에서 저녁 
6시 20분에 있고 공식홀에서는 저녁 7시 20분에 있습니다. 공식홀에서는 가운을 
입어야 하고, 학부 교수 한 명이 성서대에서 라틴어 기도를 하고 상급생들은 
주빈석에서 식사를 합니다. 와인, 맥주 그리고 기타 음료들은 저녁식사 이전에 
인접한 판매대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더 홀은 옥스포드 또는 케임브리지에서 가장 큰 빅토리아 이전 컬리지 홀이며 
300명까지 착석할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매우 아름다운 ‘해머빔, 외팔들보’
가 있으며, 크라이스트 처치 출신의 13명의 내무장관의 일부를 포함한 수많은 
크라이스트 처치의 저명한 회원들의 자화상들이 벽에 걸려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왕실 재단입니다. 영국의 통치권자는 설립자의 대리인이자 
대표자의 역할을 하며 ‘비지터(Visitor)’로 구분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반신상은 주빈석 뒤에서 볼 수 있고, 대학의 설립자인 헨리 8세의 자화상 또한 
함께 걸려있습니다.   

탐 쿼드 - 사우스 코너 (4)
더 홀 계단으로 돌아가 내려가면 탐 쿼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웅장한 규모에 
따라 ‘더 그레이트 쿼드랭글’로 불렸던것 처럼, 이 곳은 옥스포드에서 가장 큰 
쿼드이며 79,5 x 80,5 미터의 크기입니다.  크리스토퍼 렌 경의 새로운 타워에 
6톤 무게의 종인 ‘그레이트 탐’을 설치한 후에 17세기부터 탐 쿼드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교회력 

1
년을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다음과 같이 보냅니다

3 
학기

성 미카엘 축일
10월부터 12월까지

 
힐러리

1월부터 3월까지
 

트리니티
4월부터 6월까지

각 학기마다

10
주(0주차부터 9주차까지)

100
명의 교직원

240
명의 대학원생

430 
명의 학부생

=

80,000
개의 식사가 매년 크라이스트 처
치 커뮤니티를 위하여 만들어 홀

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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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과 영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의 건축, 
사람과 생활양식은 많은 
작가들과 영화감독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의 
가장 강한 문학적 연관은 찰스 
도지슨과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도지슨은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47년 
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생활했습니다.  
지역 주임 사제의 딸인, 앨리스 
리델이 그의 이야기 속에 불멸하게 
되었습니다.  다이닝 홀은 캐롤의 
환상적인 이야기들과 많은 연관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벽의 상단 왼쪽에 
보면, 입구에서 시작하여 다섯 번째의 
창문에는 앨리스(하단)의 자상화들과 
책에서 나오는 동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쿼드, 클로이스터와 홀 
스테어케이스는 황금 나침반(The 
Golden Compass), 해리포터(Harry 
Potter)와 같은 여러 영화의 촬영지로 
사용되었습니다.  맥고나걸 교수는 홀 
계단실과 회랑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호그와트에 해리와 그의 학급친구들을 
맞이하였는데, 그 곳에서 해리는 그의 
아버지가 탐색자였을때 수상했던 
쿼디치 트로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더 홀은 호그와트 홀의 모습에 영감을 
제공했고 스튜디오에서 영화로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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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
식사시간
일요일
8 am - 성찬식
9.45 am - 아침예배와 설교
11 am - 합창 성체 
6 pm - 합창 저녁 예배

주중
7.15 am - 아침 예배
7.35 am - 성찬식
(수요일만 1pm)
6 pm - 합창 저녁예배 - 학기 
외엔 월요일 

누구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예배당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행사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www.chch.
ox.ac.uk/cathedral 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그룹 투어 또는 가이드 
투어를 원하시면 성전 방문객 
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1865 286165
cathedral@chch.ox.ac.uk

성전의 학습견학을 위해서는 
다음의 교육사무실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1865 286003
education@chch.ox.ac.uk

오늘 방문 중에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띠를 두르고 있는 성전 
가이드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5)
1170년부터 1190년사이에 대부분의 고대 수도원 
교회가 다시 지어졌습니다. 예배당은 지금 탐 쿼드가 
있는 공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월시 추기경은 성전 
본당의 3 구역을 철거하고 그 공간에 그랜드 컬리지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대 12세기 교회의 대부분은 다행히도 
복구되었습니다.  교구 주교의 예배당일 뿐만 아니라 
크라이스트 처치의 컬리지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은 유일한 특징입니다. 

요나 윈도우 (a)(아브라함 벤 린지, 1630년대)는 훌륭한 작품으로 
요나의 모습을 스테인드 글라스만으로 만들었습니다.   창문에 
나머지 부분은 페인트 글라스의 작은 패널들로 이뤄져 있으며, 
디테일하게 나인비 도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쪽 트랜셉트에 있는, 성 마이클 윈도우 (b) (클레이튼 & 벨, 
1870)는 예배당에서 가장 큰 창문입니다.  창문은 빅토리안 
글라스로 천사장 마이클이 그의 천사군대를 이끌고 악마를 
꺾는 모습으로, 성 마이클 발 아래에 용의 목이 매달린 상태로 
패배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창문에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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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프라이드와이드의 묘지 (1289)

북

중앙회당

북쪽
트렌셉트

라틴
채플 성단소

남쪽
트렌셉트

입구 

출구



크라이스트 처치의 12세기 성전은, 
친숙한 음향과 함께, 스테픈 달링턴이 
지휘하는 크라이스트 처치 예배당 
성가대의 본부입니다.  성가대는 
영국과 전 세계의 가장 명성있는 
장소 대부분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최고의 살아있는 음악 
전통을 배웠으며, 크라이스트 처치 
성전 학교에서 수학합니다.  성가대는 
한 해동안 평소 예배와 대부분의 주요 
기념식에서 노래를 합니다.  챕터 
하우스 상점에서 많은 상을 수상한 
성가대의 Cd들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챕터 하우스 (6) 는 본래 수도사들과 
수도원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 
지어졌습니다.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가장 오래된 곳들 중에 한 곳입니다.  
현재 방에는 매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금은장 접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전 성가대원들은 주변 
성가대실에서 학기동안 매일 아침 
연습합니다. 

 크라이스트 처치, 옥스포드 - 대학 & 성전

예배당의 북동쪽 코너에 있는, 라틴 
채플 (c) 에는 성 프라이드와이드의 
묘지가 있습니다 (좌측). 예배당의 
가장 오래된 기념물인 그의 
사원은 5개의 아름다운 식물과 
표면 조각물들로 덮여 있습니다.    
한때 옥스포드의 수호성인인 성 
프라이드와이드의 유적물들을 갖고 
있었지만, 1538년에 헨리 8세의 
명령으로 수도원들을 모두 허물게 
되면서 이 또한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성 프라이드와이드는 근처에 
다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후 350
년동안 사원의 파편들은 한 우물 
아래에서 조각난 파편의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밝게 채색된 이스트 윈도우 (d) (좌
측)는, 에드워드 번-존스 (1858)의 작
품이며 성 프라이드와이드의 스토리
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동쪽 
끝편에 있는 다른 창문들은 번-존스
의 매우 다른 모습의 이후 작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단). 

‘워칭 로프트’ (e) 는 15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헌당 성전 또는 초소로 지어질 
계획이었으며, 오늘 날 중세시대 목재건물의 정교한 작품의 예입니다.  

사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벨 채플 (f)이 있습니다. 벨 채플의 강단과 독립된 복도는 
기초부터 1942년에 독일 도시들의 폭격에 항의했던 조지 벨 주교를 추모하고 있습
니다.  

 중앙 제단 (g) 근처에는 주교의 좌석이 있으며, 이 곳은 옥스포드 교구의 
모교회임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아치형 천장 (h) 은 성전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12개의 
석등에서 아름다운 늑재들이 나와서 공중에 기적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천장 
중앙에 보면 작은 중간 연결역할의 ‘서까래’ 늑재들이 8개 포인트의 별들을 만들고 
있어서, 성전 가장 높은 곳에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추모예배당 (i) 에 있는 창문은 또 하나의 번-존스의 작품 (1878)입니다.  중앙에 있
는 인물인 알렉산드리아의 성 캐서린의 얼굴은 이디스 리델(앨리스 리델의 자매)의 
얼굴입니다. 

남쪽 트랜셉트에는 벡킷 윈도우 ( j) 가 있습니다 (1320년대). 이 중세시대 창문은 
성전에서 가장 오래된 창문으로서, 1170년에 켄터베리 성전에서 돌아가신 토마스 
베킷 대주교의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기 드문 작품입니다.  베킷은 
수도사와 그를 살해한 4명의 기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16
세기에 헨리 8세가 토마스 베킷의 모든 그림들을 파괴하라는 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관을 훼손시켰던 것입니다.   벡킷은 본래 얼굴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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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

개장시간
10월 - 5월 (화요일 폐장)
월, 수-토요일: 10.30 am - 1 pm & 
2-4.30 pm 
일요일: 2-4.30 pm

6월(화요일 폐장) 
월, 수-토요일: 10.30 am - 5 pm
일요일: 2-5 pm

7월 - 9월(매일 개장)
월-토요일: 10.30 am - 5 pm
일요일: 2-5 pm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는 열지 않습니다. 
.....................................

입장료
£4 (£2 할인표)
크라이스트 처치의 방문객들은 미술관 
입구에서 £2 의 할인된 티켓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은 미술관 입구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룹입장은 갤러리에 직접 예약을 
하셔야 하며 최대 15명까지 인원이 
제한됩니다. 

.....................................

더 자세항 정보는 다음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hrist Church Picture Gallery
Christ Church
St Aldates
Oxford OX1 1DP
01865 276172
picturegallery@chch.ox.ac.uk

변동사항이 있는 전시회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www.chch.ox.ac.uk/gallery 
를 참고하시거나 페이스북 계정 또는 
트위터 @ChChGallery를 통해 정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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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클로이스터 (7)
더 클로이스터, 회랑은 성전과 같이, 성 프라이드와이드의 수도원의 
일부이며 컬리지가 건설되기 전부터 그 곳에 있었습니다.   성 
프라이드와이드 (8세기)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해들이 중앙 대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올리브 나무(평화를 상징)와 분수는 오늘 날 클로이스터에 
추가한 부분이며 성전의 거룩한 공간에 문턱을 표시합니다.  

탐 쿼드 - 노스 코너 (8)
이 그레이트 쿼드랭글의 높은 통로에 지붕이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커다란 회랑부터 말입니다.  이는 월시 추기경의 계획이었지만 한 번도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벽을 둘러싸고 있는 아치형들과 돌출된 기초들은 
지금까지 남은 것들입니다.  월시 추기경은 쿼드랭글의 북쪽 면을 따라 그의 
컬리지를 위한 새로운 예배당을 건설하고 싶었지만, 이 또한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100년동안 북쪽 면은 완전히 개방되어서 주민들과 소들이 
지나다니는 진흙 길로 남았습니다.  

펙워터 안뜰 (9)
탐 쿼드의 고딕양식의 장관에 비해, 이 곳에는 펙워터 쿼드의 클래식한 
교양이 담겨있습니다.  이 우아한 18세기 건물들은 당시 펙워터 가문이 
운영하던 중세시대 여관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학부생 숙소가 
쿼드의 3면을 차지하며, 대칭을 이루는 이 곳의 건물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번째 면에는 매우 멋진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방문객들은 가능한 정숙을 지켜주시고 
건물안에 출입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 (10) (추가 입장료 적용)
이 곳에 계신 동안에 반드시 크라이스트 처치 미술관은 잊지말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옛 거장의 그림과 작품들을 모은 최고의 컬렉션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컬렉션은 수상실적이 있는 현대식 건물(파월 & 모야, 1968)에 
만들어 졌고 -많은 사람들은 20세기에 옥스포드에 세워진 건물들 중에 가장 
멋진 공간들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건물과 내용은(반 딕, 틴토레토, 
베로네제, 카라치, 리피와 많은 작가들) 숨겨져 있듯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갤러리가 있는 정원)에서도 또한 그 곳에서만 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관에 들어가면 꼭 토끼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곳에 들어가려면 
조지 왕조 빌딩 아래의 복도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를 지나면새로운 예술, 
빛과 평온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성 앤토니 반 딕,  
스키피오의 절제, 디테일 (1620년대)

 최초 수도원의 회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