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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の主なできごと年表編

포켓용 히로시마 평화정보

기념비편  NO.1  (기념비1∼23)

✿평화기념공원과 그 주변에 있는 기념비의 설명을 실었습니다.

✿설치장소는 포켓용 히로시마 평화정보(지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１1. 스즈키 미에키치(鈴木三重吉) 문학비

l964년 6월27일      스즈키미에키치 아카이토리(빨강 새)회

2. 구 아이오이다리(相生橋)비

1940년

3. 주고쿠(中國)·시코쿠(四國)지방 
    토목출장소직원 순직비

1954년 8월6일      건설성 주고쿠·시코쿠지방 건설국직원 일동

２ 3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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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らかに眠って下さい

　　　過ちは

　繰返しませぬから

조각가인 엔쓰바 가쓰조(円鍔勝三)씨가 제작, 두 개의 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미에키치의  흉상이며 대좌에는 잡지 「아카이토리」의 표지 아래에

승마를 좋아하였던 미에키치를 기리는 뜻에서 말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하나에는 미에키치의 자필이 새겨진 책 모양의 대좌에 소년과 소녀가 걸터앉아 

있습니다.

4. 히로시마현 지방목재통제주식회사 위령비

1967년8월6일      히로시마현 지방목재통제주식회사 구 임직원 유지

히로시마현 지방목재통제주식회사는 당시, 본사가 히로시마현 산업장려관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원 260명이 일하고 있었으나 100여 명이 피폭,

순직하였습니다.

22. 구 덴진초 미나미구미(南組) 위령비

1973년 10월15일       구 덴진초 미나미구미 반상회

구 덴진초는 모토야스강을 따라 남북으로 가늘고 길게 있던 동네로서 전시 하, 

도나리구미체제(일종의 반상회체제)가 생겼을 때 현재의 헤이와오하시다리의 근을 

경계로 하여 남부지구와 북부지구인 기타구미(北組)와 미나미구미로 나뉘었습니다. 이 

동네는 원자폭탄의 직격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3. 히로시마시립고녀 원폭위령비

1948년 8월 6일      히로시마여고 원폭유족회

희생된 몸뻬모습의 소녀가 친구가 주는 꽃다발(위령)과 비둘기(평화)에게

양쪽에서 보호 받고 있는 모습이 디자인되어 있으며 소녀가 가지고 있는 상자에는 

원자력을 의미하는 수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을 건립한 당시는 일본이 미국에 

의해 점령된 상태였기 때문에 위령비로서는 허가받지 못하고 평화 탑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참고: 

「히로시마독본」 재단법인 히로시마평화문화센터

「위령비 해설안내」 (『피폭체험증언자교류모임』)편)

7. 원폭의 어린이 상

1958년 5월 5일      히로시마 평화를 구축하는 아동·학생의 모임

「학을 1,000마리 접으면 병이 낫는다.」며 계속 종이학을 접다가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 사사키 사다코 씨를 비롯하여 원폭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많은 아이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 전국의 학교로부터의 

모금과 영국을 비롯한  9개국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10. 원폭공양탑

1955년8월5일      히로시마 전재(戰災)공양회

모모야마(桃山)시대의 능을 본뜬 봉분 위에 돌로 된 상륜탑이 하나 설치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수만체의 유골이 모셔져 있습니다. 피폭 직후 이곳에 많은 유해가 옮겨져 

화장되었습니다. 성명이 판단된 유골은 유족이 밝혀지는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8월 6일에는 위령제가 열립니다.

11. 평화의 종

1964년9월20일      원폭재해자 히로시마 비원결정회(悲願結晶會)

핵무기와 전쟁 없는 평화공존의 세계를 목표로, 성금을 모아 건립되었습니다. 

종 표면에는 「세계는 하나」를 상징하는 국경 없는 세계지도가 부조(浮彫)되어 

있으며 주위 연못에는 태고의 종자를 싹 틔운  오가(大賀) 연꽃이 심어져 있습니다.

12.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

1970년 4월 10일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건립위원회

강제 노동 등에 의해 히로시마에서 피폭한 한국·조선사람들에 대한 위령과 

다시는 이와 같은 원폭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바라여 건립되었습니다. 

원래는 혼카와강 다리 서쪽에 있었으나 1999년 7월에 평화기념공원 내로 

이설되었습니다. 거북 모양의 대좌 위에 두 마리의 용의 조각이 장식된 비석이 서 

있습니다.

13. 평화의 샘

1960년 9월1일      히로시마 청년회의소

히로시마 청년회의소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건설되었습니다. 높이 1m, 폭 4m로 벽 

왼쪽에 있는 도자기로 된 사자 입에서는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물을 

마시고 싶어하다 목숨을 잃어간 희생자들의 영혼에게 바치는 샘으로 방문한 사람들의 

목마름도 가시게 함과 동시에 평화의 귀중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4. 평화의 관음상

1956년8월 6일      나카지마혼마치회(中島本町會)

예전에는 번화가였던 나카지마혼마치는 원폭에 의해 초토화하여 대부분의 주민이 

사망하였습니다. 전후, 이 지역이 평화기념공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신들이 살던 

동네에 대한 석별의 정과 희생자에 대한 위령의 뜻을 담아 건립되었습니다. 관음상 

앞에는 이 지역의 복원지도가 있으며 옆에 세워진 비석에는 나카지마혼마치 

원폭사망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15. 의용대의 비

1964년 8월6일      아사군사토초 가와우치무라누쿠이
                            (安佐郡佐東町川内村溫井) 유족일동

이 비는, 건물 등의 화재피해 등을 줄이기 위해 해체작업을 하다가 피폭하여 전멸한 

의용대원의 귀중한 희생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평화의 소중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건립되었습니다. 비석의 뒷면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6. 히로시마 제2중학교 원폭위령비

1961년 8월 6일      히로시마현립 히로시마 제2중학교
 전재사망자유족위원회

히로시마 제2중학교는 현재의 히로시마현립 히로시마 간온논고등학교로, 이 학교 

학생들이 학도동원되어 혼카와강 강변의 건물해체정리작업을 하고 있을 때 피폭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비는 희생된 학생과 직원들의 영혼을 위로 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으며 비의 뒷면에는 학생과 직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9. 평화상 「와카바(若葉)」
      (유카와 히데키 가비(歌碑))

1966년 5월 9일      히로시마 미나미(南)로터리클럽

히로시마 미나미로터리클럽 설립 1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소녀가 어린 사슴을 데리고 걸어가는 브론즈상으로 대좌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카와 히데키(湯川秀樹) 박사가 쓴 단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작자는 엔쓰바 가쓰조 씨입니다.

20. 우애비(友愛碑)

1965년 8월3일      일본손해보험협회 히로시마지방위원회

일본 손해보험 가맹회사의 원폭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를 기원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브론즈로 된 조각과 대리석으로 된 대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십자형의 

조각은 동서남북의 인간들이 손을 맞잡은 모습과 평화를 희구하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과 양심의 연대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21. 평화의 문

2005년 7월30일      클라라·알텔, 장=미쉘·뷜못트

피폭 60주년인 2005년에 프랑스로부터 기증된 것으로 철골틀을 강화유리로 덮은 10

개의 문에는 49개국 언어로 「평화」란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0이라는 문의 수는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9개의 지옥에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히로시마의 피폭 체험이라는 생지옥 을 더한 것으로 이 문은 과거의 비참한 

역사를 벗어나 평화로운 미래를 향해서 열려 가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 원폭희생 국민학교교사와 어린이의 비

1971년 8월 4일      원폭희생 국민학교교사와 어린이의 비 건설위원회

전쟁이 점점 격화하자 도시부의 아이들은 공습을 피하기 위해서 시골로 대피하였으나 

너무 어려서 부모 슬하에 남겨진 아동과 건물해체작업에 종사하던 고등과의 학생들은 

원폭의 희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비는 피폭한 나신(裸身)의

여성교사가 아이를 부여 안고 절망적인 슬픈 눈길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동상으로 

대좌에는 원폭시인 쇼다 시노에(正田篠枝) 씨의 단가(短歌)가 새겨져 있습니다.

17. 히로시마시상·조선공업학교 위령비

1963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상동창회, 조선공업학교 유족

히로시마시립 상업학교는 2차대전 말기에 국책에 의해 시립 조선공업학교로 

바뀌었으며 전후, 히로시마 시립상업고등학교가 되었습니다. 피폭 당시 

가옥해체정리작업에 나가 있던 모든 학생이 사망하였습니다. 그곳은 폭심지에서 

가까운 곳이라서 대부분 유골조차도 제대로 찾지 못하였으며 겨우 도시락이나 

옷조각만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이 비는 전멸한 학생과 직원의 명복을 기원하여 

세워졌습니다.

8. 평화의 돌무덤

1972년8월 2일      타트레 시, 포트·윌리엄 시

히로시마 청년회의소가 영국의 청년에게 보낸 「히로시마의 비극을 세계평화의 

초석으로」라는 명판의 답례로 잉글랜드의 타트레 시와 스코틀랜드의 포트·윌리엄 

시로부터 기증되었습니다. 영국의 최고봉인 벤네비스산에서 깎아 온 돌로 된 

명판에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9. 평화의 시계탑

1967년10월28일      히로시마 리조(鯉城) 라이온즈클럽

원폭 돔의 영구보존에 호응하여 건설되었습니다. 세계인류를 상징하는 지름 2m의 

구체를 평화도시 히로시마 시민의 애타게 기도하는 손과 고난을 딛고 무한히 

자라나는 평화에 대한 희망을 나타낸 높이 20m의 철탑 3개가 떠받히고 있습니다. 

매일 8시15분에 차임이 울려 「NO MORE 히로시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 하라 다미키(原民喜)시비 
 (사토 하루오(佐藤春夫)의 시비기)

1951년11월 15일      하라 다미키 위원회(일본 펜클럽, 히로시마문학협회)

이 비는 생전 친분이 있었던 문학자들이 고인을 기리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앞면에는 다미키 자필의 시 원고가, 뒷면에는 사토 하루오의 글을 새긴 동판이 끼워져 

있습니다. 원래는 히로시마성 터에 있었으나 개장·이설되었습니다.

6. 동원학도 위령탑

1967년7월15일      히로시마현 동원학도 희생자의 모임

근로봉사에 동원되어 전화에 쓰러진 학생과 원폭 희생자를 포함한 약 1만 명의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점차 밖으로 뻗어나가는 형의 5층 탑으로, 탑의 높이는 12m, 평화의 여신상과 

8마리의 비둘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중심 기둥에는 영령들을 위한 

등이 달려 있습니다.

1932년에 현재의 전찻길 겸용 T자형 아이오이다리가 생길 때까지

여기에서 지센지(慈仙寺) 절에 이르러 제1다리가 걸려 있었으며 다시

지센지절에서부터 강 건너편까지 제2다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오이라고 하는 이름은 보기 드물게 제1다리와 제2다리가 함께 접해 있는 모습에서 

붙여졌습니다.

피폭 당시, 토목출장소는 히로시마현 산업장려관 안에 있어 원자폭탄을 직격으로

맞았습니다. 순직비에는 순직자 52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