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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선교 후원자및 동역자님들께 

지역부흥지원센타 오챠꼬하우스,이시노마끼 오아시스교회  조영상 목사  

이시노마끼 오아시스교회 신예배당 용지취득의 안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항상 일본선교와 이시노마끼오아시스교회를 위해 기도와 지원을 해주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2011 년 6 월부터 지역주민의 선의로 인해 현재의 장소를 무상으로 빌려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5 년이나 유용하게 사용했던 정든 건물은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역 복구지원을 했던 오챠꼬하우스 오아시스 센타의 활동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의 구원초청을 받게 되었으며 어느덧 현재의 장소는 비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당으로 

사용해 왔던 시설은 재해직후에 가건축물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기간도 얼마남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가운데 재난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너무 크고,하루라고 빨리 안정된 선교활동을 지속하기 

위하여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3.11 동일본대재난지역에 저희 한국선교사에 의하여 

최초의 예배당 설립이 추진되는 것을 기뻐해주시고 다시한번 일본선교의 응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전장소는 현재의 장소에서 약 1km,  국도 398호선 동쪽에 위치한 7-11 편의점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있고 새로 건축된 시영부흥공영주택의 근처이며 충분히 넓은 주차장도 있어서 최고의 

입지조건입니다. 쓰나미로 인해 최대의 피해가 있었던 항구도시의 중심지에 있어서,지역에 더욱 밀착된 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오랜기간 주민들이 애용했던 편의점 시설임으로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예배당(편의점 

교회가 되겠슴)과 이시노마끼 부흥지원센타(선교센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중에는 새로운 장소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법적인 절차는 초기에 이시노마끼 부흥지원센타 오차고하우스의 활동을 시작한 (종교법인) 혼고다이 기독교회 

(요고하마시) 의 명의로 재산취득을 하겠으며 저희 교회는 아직 미자립교회인 만큼 혼고다이 교회의 전도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필요한 토지건물매매대금은 2000 만엔이고 신예배당 내부설비와 구예배당 해체공사비용으로 

약 500 만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총예산 2500 만엔, 한화 2 억 5 천만원, 미화 25 만불) 

이 예산의 십분의 일에 해당하는 250 만엔은 피해지에서 크리스찬이 된 이시노미야끼 오아시스교회의 초신자 

들과 구도자들을 통해 헌금되어 질 것입니다. 나머지의 필요는 지금까지 일본선교에 참여해 주신 후원자들과 

한국과 일본의 협력교회,단체들이 채워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일본미전도지 교회개척을 위한 모든 필요가 

속히 채워지고 재난지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계획을 위하여  협력후원해 주실 분은 한국 외환은행 071-1813189-9 조영상  

일본ゆうちょ銀行 八一八支店 普通預金口座  口座番号：３７０９３８６ 口座名義： 石巻オアシス教会  代表 趙 泳相 

※ゆうちょ銀行からの振り込みの場合は、記号「18100」と番号「37093861」で送金できます.ご協力感謝致します. 

物 件 の 概 要 

所在地：石巻市吉野町２丁目 120-2、121、122 

土地面積：996.27㎡（301.37 坪）   地目：宅地 

建物種類：店舗（構造：鉄骨造亜鉛メッキ鋼板葺平屋建） 

建物床面積：166.59㎡   

用途地域：近隣商業地域（建蔽率 80％、容積率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