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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4 년째를 맞이하여 

                                          일본 기독교단 동일본대지진구조대책본부 

 담당간사  이이지마 마코토 

 

서론 

[회당 목사관 부흥 재건지원] 자금은 국내모금 

3.11 의 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어 부담금 감면 조치를 받은 교회 수는 81, 그 내역은 

오쿠하교구 10 교회, 동북지구 27 교회,동경 교구 1 교회이다. 

 2015/2/28 현재, 교단에서 지원을 받은 교회는 29 교회, 앞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인 

교회는 4 교회, 합하여 33 교회가 지원 대상이 되고 있다. 이미 4 억 4614 만 8429 엔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1 억 5 천엔이 지출 될 예정이다. 지원과 함께 대출을 받은 교회는 

20 교회가 있고 그 외에 대출만 받은 유치원은 2 곳, 시설이 2 곳으로  대출 금액은 

2 억 5550 만 5500 엔이다. 자금은 회당공제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앞으로도 4 교회에 

1 억엔의 대출이 예정되어 있다.  

1. 엠마오센다이와 이시마키 (활동 자금은 국내 모금과 해외 UMCOR· EMS ·RCA) 

[역사]2011 년 3 월 11 부터 신속히 동북교단에 피해자 지원 센터가 설치되었다. 

이 활동에는 전국에서 학생, 청년을 중심으로 자원 봉사가 모여,자원 물자의 

배포,쯔나미로 피해를 입은 집 바닥의 진흙 퍼내기,폐기물의 처리등을 실시했다. 

2013 년도 이후는 엠마오에서는 밭 복구, 씨뿌리기와 수확 돕기, 이시마키에서는 

굴 종자 부치기, 다시마 수확 돕기 등을 행하고 있다. 자원 봉사 등록수는 

6,669 명(1/31)에 달했다. 

[2015 년도의 동향] 활동의 중심은 가설 주택 집회실에서 재해자에게 교제의 장을 

제공하는 ｢오찻코 살롱」으로 옮겨지고 있다. 심신이 피곤한 재해자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가설 주택이 있는 한 일일 것이다. 

 

2. 하트 풀 카마이시 (활동자금은 국내 모금과 해외의 EMS·UMCOR·Mission21) 

    [역사]2012 년 2 월가마이시내 4 곳의 가설 주택에서 ｢오찻코살롱」이 시작된다. 

현재는 12 곳의 가설 주택과 1 곳의 부흥 주택등, 합계 14 곳에서 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오찻코살롱」을 이용하는 가설 주택의 분들은 총 9,105(2/28)이다. 

    [2015 년도의 동향] 재해로 부터 4 년, 수예를 중심으로 한｢오찻코살롱」에 이어 

가설 주택의 주변 풀 뽑기, 낙엽 청소등의 환경 정비,개별 방문이 시작되고 있다. 

3. ｢어린양 캠프」  (활동 자금은 국내 모금과 해외의 UMCOR·EMS·RCA) 

    [역사]2012 년 1 월, 제 1 회｢어린양 캠프」가 야마나카호에서 실시되었다.원자력 

폭발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에서 벗어나 단기간이나마 보양을 원하는 가족이 



참가했다.2013 년 1 월부터는 대만 기독 장로 교회에서의 초대와 함께 YMCA 와 

공동 주최로 16 회(내 3 회는 대만)을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2015년도의 동향]국내외에서 총 6회의 캠프가 예정되어 있다. 정원은 각회25명 

전후, 처음 참가자를 우선으로 한다. 

4. 재해지역 지원 연주회 (활동 자금은 국내 모금과 스위스 교회· 개인, RCA) 

    [역사]2013 년 1 월,제 1 회연주회를 이시마키에서 행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6 회에 걸쳐 행해졌다. 방문한 피해 지역은 이시마키, 센다이, 나토리, 이와키, 

가마이시,토오노에서, 연주 장소는 교회,슈퍼,가설 주택,유치원,보육원,개인 주택등 

다양하다. 연주가는 신일본 필하모니의 단원을 중심으로, 피아노 :鈴木隆太、      

바이올린:山口 幸子、콘트라베이스:渡辺怜雄、파고토:田中成行로、그 외에 高橋 

伊緒(가마이시음악연구회회장·피아노), 橋本しのぶ(첼로), (니기회정회원)등。 

     [2015 년도의 동향]춘화추동 4 회에 걸친 연주 여행을 기획하고 있다. 

 

끝맺음 

     각 프로젝트는 기도로 시작되어 기도로  끝납니다.기도로 인도받는 것이야 말로 

힘을 얻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단이 전개하고 있는 피해지역 지원 활동은 UMCOR(미국 합동 

메소시스트교회 해외 재해 지원부) ·EMS(독일을 중심으로 한 복음 연대 선교회 ) 

·PCT(대만기독장로교회)을 중심으로,  Mission21(스위스) RCA(미국개혁파교회)에 

의해 지원되고 있다.이들 단체와 개인등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우리들은 오늘과 

같은 활동을 생각할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것을 생각하면 해외에서의 지원에 한 

없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