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는 일본성공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성공회는 영국국교회를 모체로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파이지만, 의식이나 전례등 

전통을 존중하는 점에서 로마・카톨릭교회에 

가깝고, 교회의 2 대조류를 연결하는 

브릿지처치(중개교회)라고도 불립니다. 

우리교회의 관계기관으로는 립교대학과 

성로가국제병원등이 잘 알려져 있고, 복지사업 

분야에서도 널리 사회에 공헌해왔습니다. 

세계의 신도수는 프로테스탄트 최대 7 천만명 

입니다. 

 

가와고에교회의 시작은 메이지 11 년 

(1878 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요코야마 킨사쿠, 타이 마사카즈, 목사님의 

전도활동으로 메이지 22 년(1889 년)현재의 

모토마치 1 쵸메에 예배당이 세워졌으나, 

메이지 26 년 가와고에화재로 인해 

소실되었습니다. 지금의 장소에 예배당이 

세워진 것은 다이쇼 10 년(1921 년)4 월입니다. 

당시 뉴욕대학의 교수였던 피터슨 부처가 

건설자금을 위해 힘쓰셨고, 현재의 벽돌로 

만들어진 성당으로 개축되었습니다. 

이렇게하여 가와고에에서 전도가 시작된지 

120 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세기동안 일본사회는 전쟁의 참사를 거치는 

격동의 시대에 있었으나, 우리교회는 가와고에 

지역에서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성직자들과 신앙심 깊은 성도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2000 년에는 신회관, 목사관이 

설립되었습니다.  

기도와 열심으로 지역사회에 열려진 

가와고에그리스도교회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건물 

예배당은 튜더양식으로 W.윌슨 기사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외벽에 사용되어있는 벽돌로는 

부분부분 다른 색의 벽돌이 사용되어 있어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천정의 목재는 

이중합장식이며, 지붕을 받치는 들보와 기둥에는 

삼위일체의 신을 상징하는 세잎 클로버가 삼각형의 

공간을 이어주듯 조그마한 돌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단을 시작으로 하는 예배당의 내부는 

모두 크리스트교 전통에 따라 만들어져 있으며, 

예배당내 전체가 배(노아의 방주)를 이미지화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은 1979 년 

일본건축학회로부터 「근대의 주요 유명한 

건축물」의 하나로 선택되었고, 2001 년 일본 

「등록유형문화재」와 

가와고에시의「도시경관중요건축물 」 

로 지정되었습니다. 

 

       

◇교회의 종 

담쟁이덩쿨로 덮여있는 종루는 신구 두개의 

낡은종으로 놓여 있습니다. 구종은 

반세기전에, 신종은 21 세기 초에 

설치되었습니다. 각각 「추억의 

종」과「미래의 종」으로 불리며, 아침저녁 

예배와 결혼식, 장례식등에 울립니다. 

종소리는 슬픔을 치유하는 낮은 소리로, 

희망에 넘치는 높은 소리로 영감에 넘쳐 

울려퍼져 사람들의 마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배안내 

매주 일요일 오전 8 시와 10 시반 성찬식 

    오후 6 시 저녁 예배가 있습니다. 

일요일은 오전10시반부터 성찬식(미사)이라고 

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제(목사)의 사식으로 

예배가 진행되며, 설교시간도 있습니다. 

예배당 입구에 안내석이 있으니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알려주십시오. 예배는 성서외에이외에 

「기도서」라는 기도를 위한 책이 있으며, 

「성가집」등의 찬미가집을 사용합니다. 

예배중에 서거나 앉거나 무릎을 꿇거나 

하지만, 익숙해지실 때까지 또는 다리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으셔도 됩니다.  

또한 예배에 출석하셔도 처음에는 납득이 

가지 않으시거나 의문점, 또는 망설이게  



되는 부분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예배후에는 목사님과 만나셔서 무엇이든 물어보 

시고 말씀해 주세요. 한동안 교회에 다니시는 

동안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시게 되고,  

직접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이 서시면 목사님께 신청을 하여  

세례와 견신을 받으신 후, 빵과  

포도주의 성찬식에 참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는 성서연구회, 성가대, 주일 

학교, 수예, 과자회, 콘서트, 공연회, 바자 

회등 여러가지 활동이 마련되어 있어, 언제 

든지 어느분이라도 참가하실 수 있습 

니다. 주되는 신은 우리와 함께 기도 

하시고 함께 일하시며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큰 축복을 주십니다. 

          （2017 년４월작성） 

 

 

 

 

 

  일본성공회 가와고에그리스도교회 

    〒350-0056 

    사이타마켄 가와고에시  

마츠에쵸 2-4-13 

      전화:049-222-1429 

      FAX:049-222-2056 

 

 

 

 

 

 

 

 

 

 

 

 

 

 

 

 

◇교회의 파이프오르간 

파이프오르간으로서는 소형이지만, 우리 

예배당의 구조와 공간, 그리고 용도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소리를 연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신도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로 부터 

헌금을 받아, 1996 년에 완성, 봉헌되었습니다. 

주로 예배나 결혼식, 장례식들의 의식에 

사용되지만, 오르간을 중심으로한 콘서트도 매년 

개최되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총 파이프수 347 개,  

제작자 쿠사카리 테츠오 

 

교회안내 

 

 

 

 

 

 

 

 

 

 

 

 

 

 

 

 

 

 

 

 

          

 
일본성공회 

가와고에그리스도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