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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알반 영국교회, 코펜하겐
성 알반교회는 덴마크에서 유일한 영국 교회로써 1887년부터
봉헌해왔습니다. 그때까지 영국 교인들은 코펜하겐과
엘시노어지역(Helsingør)에서 많은 예배당을 빌려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성
알반은 영국 성공회 단체로 켄터베리(영국 성공회의 총본산)의 대주교에의해
이끌어지며, 유렵 교구에 있습니다. 예배는 영국 교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건축
이교회는 30년간 길고 힘든 교인들의 기금으로 1885년과 1887년사이에 건축되었습니다. Royal
palace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덴마크왕 크리스챤 9세의 딸인 알렉산드라 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영국왕 Edward 7세의 도움으로 들어서게되었습니다. 에드워드왕은 영국교회 건축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또한 런던 기금 위원회 회장이었습니다.
공주는 크리스챤 9세 왕, 루이즈여왕, 러시아 황제부부( 알렉산드라의 여동생), 그리스 멤버들,
그외 스칸디나비안 귀족들과 함께 1885년 9월 19일 착공을 하였으며, 그들은 2년후 1887년
9월 17일 교회착공을 보고자 되돌아왔습니다.
교회건물 외부
성 알반은 빅토리안 스타일의 '초기 영국' 고딕건축을 잘 표현한 일례로, 빅토리안
교회건축가인 아더 블롬필드경에의해 디자인되었으며, 덴마크 건축교수 엘 펭거의 감독아래
완성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영국식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자재의 대부분은 덴마크산입니다.
건물 자체는 남부 씰랜드 지역인 팍스에서 온 석회암으로, 외곽벽은 Stevns에서 온 부싯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교회의 지붕탑만이 스웨덴 Öland에서 온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교회의 지붕은 슈롭셜(Shropshire)지역 브로슬리(Broseley)타일들로
덮혀져있습니다. 지형조건때문에, 교회는 기둥들을 토대로 지어졌으며, 교회지하실의 바닥은
지하수면보다 낮아 자동펌프로 마른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교회건물 내부
기념적인 창문들을 추가한것을 제외하고, 1930년대 초 중앙난방시스템과 전기등 설치
이외에도 교회는 1887년 이후로 조금씩 변화해왔습니다. 내부벽은 팍세(Faxe) 지역에서온
정교한 흰색 석회암이며, 바닥타일은 스태포드셔에 있는 캠벨 타일회사에서 기증한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교인이 된 사람들을 환영하는 문이 위치한 정면, 설교단과 제단 뒤 스크린은
테라코타와 덜튼자기류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런던에있는 덜튼회사의 선물입니다.
오르간은 런던 J.W. Walker and Son에 의해 1887년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최초의 파이프에
그대로 보관되어있습니다. 2004/5년에 Harrison & Harrison회사에 의해 더럼(Durham)지역에

재건되었으며, 음계는 더 보충되어 총 1480 파이프로 확장되었습니다. 타워에 위치한 오리지널
해링턴 튜블러벨 8개의 세트로 구성된 종은 ( 타워는 큰 종들을 수용할수있게 지어지지않았음).
2013년도에 7개의 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였으며, 이는 또한 해링턴에서 동시대에
제작한것입니다. 예배 시작 전 후에 울리는 종들은 15분마다 울리며 매시간 다른 찬송가로
연주됩니다.
스태인드 글라스 창문은 세번의 다른 기간동안 완성되었습니다. 교회 메인에있는 창문은
빅토리안스타일로 런던에 위치한 Heaton, Butler and Bayne회사에서 1887년과 1901년사이
완성하였고, 측면에있는 창문들은 1920년대 후반 제프 웹이 알렉산드라공주를 기리기위해
만들었졌으며, 예배당 측면에있는 창문은 1971년에 지역내 회사에서 비고공주를 기리기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빅토리안 창문들은 2011-12년에 납을 다시 붙힌 큰 보수작업을 거쳐 깨끗하게
거듭났습니다.
성 알반

교회의 이름은 영국의 첫 순교자 '성 알반'(AD 303)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게 된것입니다.
알반은 박해로부터 피신한 신부를 보호한 로마 군사였습니다. 군사들이 들이닥쳤을때 신부를
밧줄로 감고 인계했던 알반은 신부의 가르침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사형선고와 핍박을 받은
그는 ' 나는 모든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숭배하고 경배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부 또한
알반의 믿음과 용기에 힘을입어 스스로 자수하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알반의 유골은 성
알반의 이름이 여전히 존경되는 덴마크 ODdense에 위치한 성 메리와 성 알반 교회에
안치되었습니다.
교회역사와 가이드에 대한 정보는 교회입구에 위치한 성 알반의 역사와 가이드라는 책자에서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통적인 영국국교회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국제적인 교인들로써, 하나님에대한
믿음을 찾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독교 전통을 환영합니다. 현재 우리는 22개국의
다른 국적을 가진 신도들이 있으며, 여름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한 오르후스(Aarhus)지역에 있는 Møllevangs Kirke교회에서 일년에 8번을
만나는 교구가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있으시다면 되돌아가시기전 촛불을 켜시고 기도를 드리시거나 기도제목을 교회
예배당 측면에있는 책자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는 영국이나 덴마크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않음에 따라, 어떠한 기부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헌금은 헌금통이나 출구쪽 벽에 설치되어있는 헌금통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성 알반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을 바라며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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