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 나가사키 피폭자가 호소하는 핵무기 폐기 국제서명

피폭자는 핵무기 폐기를 간절히 요구합니다
인류는 지금 파멸의 길로 갈지 아니면 생명이 빛나는 푸른 지구를 향할지 기로에 서 있습
니다.
1945 년 8 월 6 일과 9 일, 미군이 투하 한 2 발의 원자폭탄은 순식간에 히로시마·나가사키를
파멸시키고 수십 만의 사람들을 무차별 살상했습니다. 새까맣게 타서 숯이 된 주검, 살갗이
벗겨져 흘러 내리는 사람, 아무말 없이 계속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 바로 생지옥 그 자체
였습니다. 살아 남은 사람들도 차례차례 쓰러졌습니다. 70 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
리며 자식과 손주에 대한 불안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너무도 많습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피폭자가 피폭 11 년후인 1956 년 8 월에 나가사키에 모여 일본 원수폭피
해자단체협의회(일본 피단협)를 결성했습니다. 그곳에서 “스스로를 구하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 인류의 위기를 구하자”고 다짐, 세계를 향해 “다시는 피폭자를 만들지말라”고 계속 호
소해왔습니다. 피폭자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에는 아직도 전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빼앗기
고 있습니다. 핵무기로 협박하거나 새로이 개발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1 만 수천
발의 핵무기의 파괴력은 히로시마·나가사키에 떨어진 2 발의 원폭의 수만배에 이릅니다. 핵
무기는 인류는 물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없애며 환경을 파괴하고 지구를 죽음
의 별로 만드는 악마같은 무기입니다.
인류는 생화학무기에 대해서 사용, 개발, 생산, 보유를 의정서 등으로 금지해 왔습니다. 이
를 훨씬 웃도는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를 금지하는 일에 그 무슨 망설임이 필요할까요. 피폭
자는 핵무기를 금지하고 폐기조약을 맺을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평균연령 80 세가 넘은 피폭자는 후세들이 생지옥을 체험하지 않도록 살아 있는 동안에
어떻게해서든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 모
든 사람들을 절대로 피폭자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당신의 서명이 핵무기 폐기를 요구하
는 수 억명 이라는 세계의 여론이 되어 국제정치를 움직여 생명이 빛나는 푸른 지구를 미래
에 남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서명을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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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폭자는 신속한 핵무기 폐기를 바라며 핵무기를 금지하고 폐기하는 조약을
맺을 것을 모든 국가에 요구합니다.
저는 피폭자 호소에 찬동하며 서명합니다.
성 명

주

소

＜이 서명을 유엔에 제출합니다＞
【연락처】
・단체명: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연합회(일본 피단협)
・주소: (우)105-0012 東京都港区芝大門 東京都港区芝大門 1 丁目 3 番 5 号ゲイブル ビ 902
・전화번호: +81-(0)3-3438-1897 / 팩스번호:+81-(0)3-3431-2113
※ 이 서명을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