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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 : 10:00~ 17 : 00

(입관은 16 : 30까지)

휴관 : 월요일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하여

(연말연시 등 임시휴관 할 때가 있습니다)

입장료 : 일반 300엔 학생 100엔

http://core100.net

(단체 등 할인에 관하여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office@core100.net

inside Japan 078-221-3627
fax : from overseas +81-78-221-0810
inside Japan 078-221-0810

生田川

〒651-0076 神戸市中央区吾妻通 5-2-20
2-20 Azuma-st.5 Chuo-ku
Kobe city Hyogo pre. 651-0076 Japan
tel : from overseas +81-78-221-3627

阪急

道

春日野

JR

三宮
中央区役所
阪神

SINCE 1909

葺合警察署
国道 2 号

春日野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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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가가와기념관은 커뮤니티센터로서

가가와기념관은 1909년부터 시작된 가가와

도요히코와 그 동료들에 의한 활동과 뜻을 이어받은

커뮤니티센터로서 지역복지에 힘쓰고, 평화를 바라며,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가가와 도요히코 헌신 100주년을

기념하여, 예수단을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건물을 재건하였습니다. 새롭게 지어진
이 건물은 다가오는 100년을 향한 우리들의 헌신을
지탱해 주는「장소」로 세워진 것입니다.

가가와기념관은 전신( 前身 )인 구령단( 救靈團 )이

100년 전에 시작한 이 땅 고베에서의 모든 사업들이
사회보장의 범위 밖에 있던 점에 착안하여, 넓은

시야로 주변지역 및 현대 사회의 문제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가가와기념관은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하며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나아갑시다!

가가와 도요히코

1888~1960

1909년부터 1923년까지 14년에

걸친 가가와 도요히코와 그 동료들의

활동은 생계를 유지시키는 지역복지로부터
시작하여 협동조합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평화운동 등 ‘운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분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가가와 도요히코는 약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고베에만 머물지 않고

관동 대지진의 구조와 원조를 계기로 일본

전국으로 확대되어, 복지, 교육, 의료, 생산,
노동, 협동조합, 평화, 인권, 공생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생활을 지탱하여 주는 근간
( 根幹 )을 이루는 데까지 발전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ELV

雑草園・ミニ立体農園

교류의「장소」
인 박물관은, 12개의

연구, 조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종합연구소, 발신거점인 박물관과 자료실,

상설공간과 특별전시 및 영상코너가

Café Lounge

실천의 장소로 유아원과 카페, 그리고 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과 함께 하는 교회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Church

0 4층 종합연구소 연구실

2 초기사업과 복지활동
3 생활협동조합운동

Museum

4층 박물관

2

4층 자료실

4 노동운동과 보선( 普選 )운동

3

福祉活動

4층 기념관

生協運動

4

労働運動

8

平和・人権・共生

4층 고베예수단교회
4층 카페 라운지

1 그랜드 디자인

1

グランド
デザイン

5

祈祷室

9

3층 가가와기념관 사무국

キリスト教伝道
ネットワーク

Laboratory

農民・共済運動

7

医療・教育

6

災害救援

1층 의료센터(임대)

6 관동 대지진과 YMCA

7 영혼의 조각( 彫刻 )과 생명의
영선( 営繕 )

8 평화, 인권, 공생

9 교회를 강하게 해주세요.

3층 예수단법인본부
2,3층 우애유아원

5 농민운동과 공제( 共済 )운동

10

書庫

11

書庫

12

世界への窓

4F

10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물
,
11 가가와 도요히코에 관한 저작물
12 세계로의 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