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戦後の主なできごと年表編

포켓용 히로시마 평화정보

기념비편  NO.2  (기념비24∼47)

✿평화기념공원과 그 주변에 있는 기념비의 설명을 실었습니다.

✿설치장소는 포켓용 히로시마 평화정보(지도)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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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繰返しませぬから

24. 마르셀·쥬노박사기념비

1979년 9월 8일      쥬노박사 기념비건립회

쥬노박사는 스위스의 의학자이며 연합군 포로의 동정조사를 목적으로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주일 주석대표로서 방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원폭피해의 참상을 알게 

되자 즉시 연합국 최고사령관총사령부에 구원을 요청, 피해조사에 착수함과 동시에 

의약품을 조달하여 박사 자신도 원폭피해자들의 치료에 종사하였습니다. 이 비는 

피폭자구호에 힘쓴 박사의 공적을 기려 건립되었습니다.

46. 히로시마현 농업회 원폭물고자 위령비

피폭 당시, 이 위령비가 세워져 있는 장소에 히로시마현 농업회 히로시마출장소가 

있었으며 직원 전원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비는 이들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1971년 8월6일       히로시마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히로시마현 신용농업협동조합연합회,   
 히로시마현 경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히로시마현 동영사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히로시마현 후생농업협동조합연합회

47. 피폭 동원학도 위령 자모관음상

1966년 7월 31일      당시의 시내 21개 구제 중학교·
                              여학교 학생유족유지

이 비는 히로시마 시내의 구제 중학교·여학교 21개 교의 학생위령비이며 희생자 약 

4,000명의 이름을 새긴 동판이 모셔진 나지막한 돌산 위에 높이 2m의 청동관음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

「히로시마독본」 재단법인 히로시마평화문화센터

「위령비 해설안내」 (『피폭체험증언자교류모임』)편)

28. 폭풍 속의 모자상
1960년 8월 5일       히로시마시 부인회연합회

오른손에 젖먹이 아이를 안고 왼손으로 또 한 어린아이를 감싸 안으며 고통을 참고 

꿋꿋이 살아가려 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나타낸 상으로 일본 원수협(原水協)이 제5회 

원자·수소폭탄금지 세계대회를 기념하여 히로시마시에 보낸 원형을, 히로시마시 

부인회연합회가 브론즈 상으로 만들기 위한 모금 활동을 하여 건립하였습니다.

31.  도게 산키치(峠三吉) 시비

1963년 8월 6일      평화를 위한 히로시마현문화회의, 
 도게 산키치시비 건설위원회

도게 산키치는 28세 때, 폭심지에서 3km 떨어진 미도리마치의 자택에서 

피폭하였습니다. 전후, 청년운동·문화운동을 통하여 차츰 평화운동의 선두에 서게 

되어 평화를 옹호하는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습니다. 비의 겉면에는 도게 산키치의 

시문이, 뒷면에는  이 시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34. 평화기념 상

1977년 8월 2일      히로시마 평화기념 상 건설회

전국의 어린이들의 성금과 히로시마 상공회의소 등의 협력에 의해 건설되었습니다. 

대좌는 성금으로 만들어졌으나 상은 엔쓰바 가쓰조 씨가 기증한 것입니다. 원폭 

사몰자 위령비를 지켜보는 위치에 있으며 어머니에게 안긴 아이가 평화의 나팔을 불고 

있고 그 앞에는 초생달이 걸려 있습니다.

37. 평화의 연못

1957년 8월 3일      일본청년회의소

제5회 일본청년회의소 회원대회의 기념사업으로서 건설되었습니다. 연못은 원폭 

사몰자 위령비 주위에 만들어졌으며 마치 위령비가 떠오르는 듯 보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1964년 8월1일에 「평화의 등」이 설치되었을 때 연못의 뒤쪽을 폭 17m, 

길이 70m로 확장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40. 평화기념비

1984년 6월 24일      히로시마  니시(西)라이온즈클럽,
  나가사키 니시라이온즈클럽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양 라이온즈클럽의 자매결연을 기념, 똑같은「평화기념비」

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양 시에 건립하기로 하여 설치되었습니다.

41. 원폭희생 건설노동자·기술자의 비

1988년 8월 5일      전국 건설노동조합총연합회·
 히로시마현 건설노동조합

원폭의 희생이 된 많은 건설노동자와 장인 및 그 가족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핵무기의 희생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맹세를 담아 

건립하였습니다. 

나가사키시에도 같은 해, 이와 똑같은 위령비가 건립되었습니다.

42. 「평화의 기도」구비(句碑)

1987년 11월 12일      히로시마 후타바(雙葉)라이온즈클럽

이 구비에는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 康弘) 전 총리가 평화기념식전에 참여했을 

때의 감회를 읊은 일본의 전통시 하이쿠(俳句)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 인(人) 자 형의 

돌 위에 같은 모양의 인 자로 세워진 비석의 디자인은 시민유지의 고안에 따른 것으로 

원폭에 의해 생명을 빼앗긴 사람들의 아픔을 후세에 전하자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3. 원폭희생 히로시마의 비

1982년 8월 5일      원폭희생 히로시마의 비 건설위원회

폭심지에 가까운 모토야스강 강가에 남아있던 피폭 기와를 발굴하여 보존을 호소하던 

히로시마현 고등학생 평화세미나 실행위원회의 운동이 열매를 맺어 건립되었습니다. 

대좌에는 피폭기와를 끼워맞춘 패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4. 석탄관계 원폭수난자 위령비

1957년 8월 6일      전국의 석탄관계업자

피폭 당시 석탄통제관계회사가 있었던 장소에 세워져 있으며 통칭 

겐바쿠지조(원폭지장보살)라 불리고 있습니다. 원폭에서 살아남은 사원들이 

전국의 석탄관계업자에게 호소하여 기부금을 모아 건립하였습니다.

45. 히로시마가스(주) 원폭희생자 추억의 비

1967년 8월 2일      히로시마가스주식회사

동사의 사옥은 현재의 비가 세워져 있는 장소에 있었으나 강력한 원자폭탄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바닥과 천장이 무너져 내려 건물 서측 일부만을 남기고 붕괴되었습니다. 이 

비는 희생자들의 위령과 평화를 비는 마음을 담아 건립되었습니다.

38. 구 덴진초 기타구미(北組)위령비

1973년 2월      구 덴진초 기타구미 주민

덴진초는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어 북부지구와 남부지구인 기타구미·

미나미구미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동네는 시내의 중심적 번화가로서 번성하였던 

나카지마지구의 일각에 있었으며 상가와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활기 넘치는 

지역이었습니다. 폭심지에서 불과 5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이어서 한순간에 

모든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9. 히로시마 우체국직원순직비

1975년 8월      히로시마 우체국유연(有緣) 유지

모토야스다리 동쪽 끝, 원래의 청사가 있던 장소 가까이에 있습니다. 원폭 수난의 땅인 

전 히로시마 우체국 터를 영구적으로 남기고 싶다는 소원과 순직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되었습니다.

35. 평화의 등불

1964년 8월 1일      평화의 등불 건설위원회

이 등은 단게 겐조(丹下健三)씨의 설계로 만들어진 것이며「핵무기가 지구 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 불을 밝히자」는 바램으로 1964년 8월 1일에 점화된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타오르고 있습니다.

대좌는 손바닥을 펼친 형태이며 전국의 신사와 절, 교회에서 보내온 

「종교의 불」과 용광로 등 전국의 공업지대에서 보내온 「산업의 불」에 

의해 점화되었습니다. 

36. 기도 상

1960년 8월 15일      평화기념위령국민대제 실행위원회

이 상은 제2차 세계대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곤란을 겪으며 나라를 위해 순직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평화를 비는 마음을 담아 건립되었습니다.

대좌에 서 있는 아이를 안은 젊은 부부의 상은 조각가인 요코에 요시즈미(橫江嘉純) 

씨의 작품으로 대좌의 오른쪽 앞에는 히로시마 출신의 시인 오키 아쓰오(大木惇夫) 

씨의 시비가 있습니다.

32. 자이모쿠초(材木町) 터 비

1957년 8월 6일      구 자이모쿠초 생존자 유지

자이모쿠초는 폭심지에서 약 450m에 있던 곳으로 원폭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동네 이름 그대로 번정(藩政)시대에는 재목도매상들이 모여 

있었으며 전쟁중에는 화재 등을 막기 위한 건물철거정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작업 중에 많은  사람들이 피폭하였습니다. 이 비는 다른 곳에 대피하고 있어서 

살아남은 동네 주민들이 옛 동네를 그리는 마음과 희생자의 명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건립하였습니다.

33. 원폭 사몰자 위령비 (히로시마 평화도시기념비)

1952년 8월 6일       히로시마시

세계최초의 원자폭탄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히로시마시를 평화도시로서 재건할 

것을 염원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비의 내부에는 석실이 설치되어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원자폭탄에 의해 희생된 분들의 이름을 기록한 원폭사몰자 명부가 모셔져 

있습니다.

현재의 위령비는 건설 후 32년이 지나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노후화 하였기 때문에 

1984년7월에 개축공사를 시작하여 1985년 3월26일에 완성된 것입니다.

29 기도의 샘

1964년 11월       히로시마은행

「물을, 물을」이라고 하면서 죽어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건설되었습니다. 당시, 서일본에서 가장 호화로운 분수라고 일컬어졌으며 동서 27m, 

남북 19m의 타원형의 연못에는 많은 분수를 설치, 야간에는 색채조명이 

이루어집니다.

30. 전손보(全損保)의 비

1965년 8월 6일      전일본손해보험노동조합

원폭의 희생이 된 보험회사사원의 넋을 기리기 위하여 비문과 비석의 모양을 공모, 

성금을 모아 건립되었습니다. 비문의 작자는 피폭자인 보험회사 사원입니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동관 신축공사에 따라 동관 남쪽에 있던 것을 북동쪽인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25. 노만·카즌즈 씨 기념비

2003년 8월2일      노만·카즌즈 씨 기념비건설위원회

원폭과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의 정신적 양자(養子)운동, 피폭 여성의 미국에서의 

켈로이드치료에 힘썼으며 끊임없이 전 세계를 향하여 핵무기근절을 호소한 카즌즈 

씨의 공적을 기려 건립되었습니다. 1964년에는 히로시마시 특별명예시민의 칭호가 

수여되었습니다.

26. 바바라·레이놀즈 씨 기념비 

2011년6월12일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월드 프렌드십 센터 

세계각국에서 핵무기 철폐를 계속해서 호소하는 동시에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히로시마의 마음”을 널리 전달하는 등 히로시마의 세계화에 생애를 바친 

레이놀즈 씨의 공적을 칭송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1975년에는 

히로시마시특별명예시민의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세계연방 히로시마현·히로시마시선언기념탑위원회와 히로시마시가 20년 전에 

세계연방도시선언을 한 것을 기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탑에는 세계연방의 

심볼마크가 디자인되어 있으며 5개의 면은 5대주(大州)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974년 10월 30일      세계연방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선언기념탑 건설위원회

27. 평화의 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