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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재단
(우)901-0333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부니444
TEL(098)997-2765 FAX(098)997-2767
E-mail: ireihousankai@yahoo.co.jp
평화기념공원 설치자

평화의 주춧돌 설치자

오키나와현 토목건축부
도시설계·모노레일과

여성역량강화·평화추진과

(우)900-8570
오키나와현 나하시 이즈미자키1-2-2
TEL.098-866-2035 FAX.098-867-7875

(우)900-8570
오키나와현 나하시 이즈미자키1-2-2
TEL.098-866-2500 FAX.098-866-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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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광장 중앙에는 평화의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이 <평화의 불>
은 오키나와 전투 최초의 미군 상륙지인 가마미손 아카시마에서
채취한 불과, 피폭지 히로시마 시의 <평화의 불> 및 나가사키 시의 <
맹세의 불>에서 나눈 불을
합해 1991년부터 밝혀온
불을 1995년6월23일 <
위령의 날>에 이곳으로
옮겨와 밝힌 것입니다.

각 광장 및 놀이 시설은 휴일에는
그랜드 골프 및 나 들 이 등 지역
주민들의 휴 식처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광장

공원길 광장 구역
국립 오키나와 전몰자 묘역

전몰자의 성명을 새긴
기념비만 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형물을 배치해
예술 성을 부여함 으 로 써
방문자에게 평화의 존엄성을
느끼게 하고 안식, 휴식을 주는
공간이다. 또 어린이가 평화에
관 심을 갖 도 록 하 는 평화
학습의 장으로 형성한다.

평화기념공원·평화의 주춧돌 지정관리자

오키나와 현 내의 전몰자 유골은 전후 생활 재건과 동시에 주민들의 손에
거둬져 각지에 건설된 납골당, 위령탑에 안치됐습니다. 그 뒤 일본 정부가
위탁 건설한 중앙납골당에 정리 통합했으나, 1979년 이들 전몰자를
영원히 추모하기 위해 마부니 언덕에 새로이 조성된 국립 오키나와 전몰자
묘역에 유골을 옮겼습니다.
납 골당 에는 약 18만 여구의
유 골 이 모 셔져 있으며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식과 배움의 장

평화의 주춧돌

일반주차장에는
무료 로 사 용
가 능 한 E V용
보통 충전기를 4대
설치했습니다.

전쟁체험의 교훈 계승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주민을 끌어들인 지상전이 벌어진
곳으로 많은 귀중한 인명과 둘도 없는 문화유산을 잃었다. 이와 같은
비참한 전쟁 체험이 잊히지 않도록 그 교훈을 후세에 바르게 계승해
나간다.

오키나와 현

시마모리의 탑

전몰자 추모와 평화 기원
지난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희생된 일본 국내외 약 20만 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추모의 뜻을 표하며 영혼을 위로함과 동시에 오늘날 평화를
향유할 수 있는 행복과 평화의 존엄성을 다시금 새기며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한다.

평화기념공원

노지기쿠의 탑

기본이념

■버스 이용시
① 나하(버스터미널)→이토만(버스터미널) 선
●버스 번호: 89번
●요금: 590엔(편도)
●운행간격: 20분에 1대 정도
② 환승 /
이토만(버스터미널)→교쿠센도선(평화기념당 입구 하차)
●버스 번호: 82번
●요금: 480엔(편도)
●운행간격: 1시간에 1대 정도
■택시 이용시
① 나하(버스터미널)→이토만 마부니(평화기념공원)
●거리: 약18km
●요금: 약 3,500엔(편도)

진혼 참배로

건설 취지
오키나와의 역사와 풍토 속에서 자라난 <평화의 마음>을 일본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바라는 한편, 국적과
군인, 민간인의 구별 없이 오키나와 전투 등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성명을 새긴 기념비 <평화의 주춧돌>을 태평양전쟁·오키나와 전투
종결 50주년을 기념해 1995년6월23일에 건설함.

참 배 로 근처에는 3 2 개
부현의 위령비가 있으며 매년
위령 단 이 방 문 합 니 다 . 또
오 키나와 수비대 사령관
우시지마 중 장 이 자결한
해자도 있습니다. (홋카이도
및 도 쿄 도 외 14개 부현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공원 위치/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부니
■공원 규모/도시계획 결정면적 47.0ha

나카구스 만
구 해군사령부 본부

아자마 선선비치

■공원 명칭/평화기념공원
■공원 종류/광역 공원
■공용면적/39.85ha

니시하라쵸
수리성 공원
오키나와G.C.
나하 시

도요사키
츄라SUN비치

평화기념공원은 오키나와섬 남부의 <오키나와 전투 종언의 땅> 이토만시
마부니 언덕을 남쪽으로 바라보는 남동쪽에 있습니다.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해안선을 조망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공원 정비는 류큐 정부 시대에 착수, 복구 후 1972년부터 도시공원으로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했습니다.
공원 안에는 오키나와 전투의 사진 및 유품 등을 전시한 평화기념자료관,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성명을 새긴 평화의 주춧돌,
전몰자의 진혼과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기념상이 안치되어 있는
평화기념당, 그리고 마부니 언덕에는 국립 오키나와 전몰자 묘원 및 각
지역 단체의 위령탑 50기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외 관광객을
비롯해 위령단, 수학여행 학생 등이 많이 찾는 성지이자 관광의 요소입니다.
또 휴일에는 많은 가족단위 관람객이 찾아와 넓은 잔디 위에서 공놀이를
즐기는 등 나들이와 레크리에이션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공원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에 맞춘 시설 확충과 함께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기능을 두루
갖춘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나카구스쿠손

로
우라소에 시
고속도
와

나미노우에 비치
후쿠슈엔

공원 이용 상황
중심 공원길의 중심선은 6월23일 <위령의
날>의 일출 방향에 맞춰 설정됐습니다.

안내소에 W i-F i
Free Spot을 설치해
무료 로 인터넷에
접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방문자가 쾌적하게 공원 안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전기버스를 운행중입니다.
운행 시간9: 00 ~17: 00 약 30분 간격
(버스 정류장은 지도에 기재. 정류장 이외
승하차 가능.)
요금 1회 100엔

중심 공원길
각명비는 평화의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상 부채꼴
형태로 널찍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비석은 병풍모양으로 늘어서있으며 5절 타입 69기, 3절 타입 49기
총 118기, 각명판은 1,220면에 이르며 약 25만 명의 이름을 새길 수
있습니다.

각명비

편의시설
오키나와 평화기념당 관리사무소
(우)901-0333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부니448-2번지
TEL.098-997-3011 FAX.098-997-2678

세계의 인종과 국가, 사상 및 종교를 모두 초월한
" 세 계 평화 의 메 카 " 로 서 1 9 7 8 년10 월1일
평화기념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내에 안치된
높이 12m의 평화기념상은 오키나와 사람들 또는
전인류의 평화의 상징입니다.

오키나와 평화기념당

철의 폭풍의 파도가 평화의 물결이 되어
바다로 돌아가는 콘셉트

평화의 주춧돌

디자인 콘셉트

매해 6월23일 위령의 날에는 일본 국내 및 미국 등 국외에서도 많은
관계자가 참가해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을 개최합니다.
정오를 알림과 동시에 묵념을 올리고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우)901-0333
오키나와현 이토만시 마부니614-1번지
TEL.098-997-3844 FAX.098-997-3947

비참한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과 교훈을
후세에 바르게 계승함과 동시에 평화
창조 를 위한 학 습, 연구 및 교육
거점으로 2000년에 신축·개관했습니다.

오키나와현 평화기념자료관

진혼 구역

영혼의 진혼과 기원

평화 구역

전몰자 추모와 평화 기원

평화 식전 구역

위령제 풍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