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을 부탁드립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국내외로 부터 수많은 위문과 격려를 해 주셔서 마음 속 깊은 곳으로 부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여러분의 덕분에 저희 학원의 재해 복구의 상징인 미야기노 신교사는 대지진의 피해
가 있은 지 정확히 2 년 만인 2013 년 3 월 24 일 준공식을 갖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 학원의 재해 복
구를 위해 첫발을 내디딘 2012 년 1 월 23 일의 기공식으로 부터 1 년 2 개월이라는 경이적인 기간 내
에 완성되었습니다 .
이는「역전의 센다이이쿠에이」라는 깃발 아래 하루라도 빨리 학원을 복구하겠다는 불요불굴 ( 不撓不
屈 ) 의 정신으로 교직원과 학생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
또한 국가와 문부과학성 , 미야기현 , 동창생 , 보호자 여러분을 비롯한 국내외의 여러분들께 실로 수
많은 물심양면에 걸친 지원과 협력 , 지도 , 조언을 받은 덕분이라는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재해 복구에 들어가는 자금 면에 있어서도 국가와 미야기현으로 부터의 보조금 , 일본 사립학교 진흥공
제사업단 및 시중 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이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
금후에도 미야기노교사의 서쪽 인접지역의 정비 , 체육시설 등과 같은 교육시설의 건설 , 운동장 정비
등의 복구사업을 진행함과 더불어 교육용 비품의 구입 , 교육설비의 정비 등 ,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충실히 교육 환경을 정비하여 재해 복구로 부터 비약을 향한 방안을 모색해 나
아갈 생각입니다 .
이러한 사업전개를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할 뿐 아니라 거액의 융자를 변제할 자금도 필
요합니다 .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 ,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한층 더 요구
되어지고 있습니다 .
덧붙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다만 , 센다이 이쿠에이학원의 질적인 충실과 발
전을 위하여 아무쪼록 이러한 사정을 잘 검토하신 후에 저희의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다음의 계좌로 기
부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 소득세 감면 안내도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다
七十七銀行仙台原町支店

음

―

普通預金口座：９０５８７８８

77 은행 센다이 다이노하라 지점 보통예금계좌 : 9058788
学校法人 仙台育英学園 理事長 加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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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ittance Information
1. BANK NAME
THE 77BANK, LTD.
SWIFT CORD : BOSSJPJT
2. BRANCH NAME
SENDAI HARANOMACHI BRANCH
3. BRANCH ADDRESS
2-3-50 HARANOMACHI MIYAGINO-KU
SENDAI-SHI MIYAGI-KEN
983-0841 JAPAN
4. BENEFICIARY
GAKKOUHOUJIN SENDAIIKUEIGAKUEN
RIJICHO TAKEHIKO KATOH
A/C NUMBER : 262-5544629
5. BENEFICIARY'S ADDRESS
2-4-1 MIYAGINO MIYAGINO-KU
SENDAI-SHI MIYAGI-KEN
983-0045 JAPAN
6. BENEFICIARY'S PHONE NUMBER
022-256-4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