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가사키 평화선언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한 발의 원자폭탄에 의해 나가사키의 거리는 순식간에 폐

허로 변했습니다.  

대량의 방사선이 사람들의 몸을 꿰뚫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열선과 폭풍(爆風)이 거리를 덮

쳤습니다. 24 만 명의 시민 중 7 만 4 천 명이 사망하고, 7 만 5 천 명이 다쳤습니다. 폐허가 되어 

적어도 70 년 동안은 초목이 자라지 못할 것이라 했던 우라카미 언덕은 지금, 이렇게 녹음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선에 노출되어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폭자는 그

날의 일을 단 하루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자폭탄은 전쟁 속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원자폭탄의 엄청난 파괴력을 직접 체험한 피폭자는, 핵무기는 존재해서는 안 되며, 두 번 다

시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일본 헌법의 평화 이념은 이러한 혹독하고 

쓰라린 경험과 전쟁의 반성 속에서 생겨난 것이며,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평화 국가로서의 길

을 걸어왔습니다. 나가사키에 있어서, 더 나아가 일본에 있어서도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 

이념은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되는 원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서, 전쟁의 기

억을 빠르게 잊어 가고 있습니다.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피폭체험뿐만 아니라 도쿄를 비롯한 

많은 도시를 파괴한 공습, 오키나와 전투, 그리고 많은 아시아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비

참한 전쟁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70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기억을 전해 가는 것입니다. 

원폭과 전쟁을 겪은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분,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경험을 

전해주십시오. 

젊은 세대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미래의 여러분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야기이기에 더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평화의 염원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젊은 세대의 여

러분은 국경을 초월하여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큰 힘은 우리 안에 있습

니다. 전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핵무기 근절을 위한 서명에 동참하고, 원폭 전시를 보러 

가는 등 개개인의 활동도 모이면 커다란 힘이 됩니다. 나가사키에서는 피폭 2세, 3세를 비롯한 

다음 세대가 이러한 마음을 이어받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힘이야말로 전쟁과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실현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시민사

회의 힘은 정부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올해 5 월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 회의는 최종 문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폐막하였습니

다. 그러나 최종 문서 안에는 핵무기를 폐지하려는 국가들의 노력으로 핵 군축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NPT 가맹국 수장에게 호소합니다.  

이번 재검토 회의가 절대 헛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UN 총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핵무

기금지 조약 등 법적 틀을 논의하는 노력을 계속해 주십시오.  

또한, 회의에서는 피폭지 방문의 중요성을 많은 국가가 공유했습니다.  

다시 한 번 나가사키에서 호소합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핵무기 보유국을 비롯한 각국의 수장 여러분, 전 세계 여러분, 70 년 

전 원자 구름 아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를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해 주

십시오. 단순히 피해자로서가 아닌 “인류의 일원”으로서 피폭자가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일본 정부에 호소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을 핵 억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많은 국가의 연구자가 제안하고 있듯이 동북아시아 비핵무기 지대의 설립으로 그것은 

가능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핵우산”에서 “비핵 우산”으로의 전환에 대해 꼭 검토해 주십시

오.  

 

이번 여름, 나가사키에서는 세계 122 개 국가와 지역의 어린이들이 평화에 대해 생각하고 서

로 이야기하는 “세계 어린이 평화회의”를 개최했습니다.  

11 월에는 나가사키에서는 처음으로 “퍼그워시 회의 세계대회”가 개최됩니다. 핵무기의 무서

움을 깨달은 아인슈타인의 호소에서 시작된 이 회의에는 전 세계 과학자가 모여 핵무기 문제

를 논의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나가사키에서 세계로 발신합니다. 

“Peace from Nagasaki”. 평화는 나가사키로부터. 우리는 이 말을 소중히 지키면서, 평화의 

씨앗을 뿌려 갈 것입니다. 

또한, 나가사키는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4 년이 지난 지금도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후쿠시마의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국가안보 정책을 결정하는 법안의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0 년 전에 

마음에 새겼던 맹세와 일본 헌법의 평화 이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

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 

신중하고 진지하게 심의해 주길 바랍니다. 

피폭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로 80 세를 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로서 책임을 지고 피폭

자의 실상에 맞는 충실한 원호 대책을 지원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피폭 체험자가 살아있는 동

안 피폭 지역의 인정범위확대를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자폭탄에 의해 희생되신 분들께 애도의 뜻을 표하며, 우리 나가사키 시민은 히로시마와 함

께 핵무기가 없는 세계와 평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갈 것을 여기에 선언하는 

바입니다. 

2015 년 8 월 9 일 

  나가사키시장 다우에 토미히사(田上 富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