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본 최초의 유렵 공식방문단 

벌쇼소년샤쩔단 

• 오푸라 스며타다가 확견한 사철한으로 일본에셔 최초로 유렵을 공식빵운한 4명외 소년. 

• 로마교황융 알현하고 얼본의 휘어난 문명융 유랩에 천따. 

·활환언쐐기，셔양악기 풍셔양외 뛰어난기출과푼명율 얼본에률여용. 

헬뾰"'01토만쇼 
(만15셰) 

휴가국의 도노코요리 (현재의 
며야자키현 샤야토시) 훌신.4 
명외 소연 충 왜.3!. 연장자. 귀국 

후， 나가사키에셔 싸찌까 휩. 

헬뀔지지와미게루 
(만14셰) 

아리마 앵치인 저지와(현채휘 
훈첸시) 출신. 귀국 후， 예수펴에 
엽회하냐 그 후 활회하변셔 
그리스도표훌포기. 

야풍청로 
헨쇼 쇼년샤쩔단흔 1582연부터 2연 
반만에 유랩에 도확했으며， 포르루창， 

스빼인， 포，'tJ~를 빵문하고 로마쿄황훌 

얼현해 400년 천외 유렵에 얼혼야라는 
냐라률알컸습나다. 
출발한 치 8년 5채월0)라는 대황해를 

마치교 1590년(댄쇼18년)에 귀국. 

활환언쐐기 풍 유렵외 첸친기슐파 
지석융 가지.3!. 톨아와 얼혼운화 

발천에공헌했습니다. 

찮뾰 하라마르티노 
(만13쳐1) 

오푸라 앵치인 하샤마 출신. 4 
명 충 최 연소. 귀국 후， 
나가사키에셔 ..... }체가되냐그 
후에 마카오호 추빵꾀어 사망‘ 

랩훌챔냐;l}우라 출려 안 
(만14셰) 

요 l쥬라 영지 언 나카우라 
〈현체의 샤야카0) 시) 훌신. 
귀국 후 나가사키에셔 샤체가 
되나쳐형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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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무라 스마타마에셔 시작펀 오푸라 크펙스찬의 액.At 

1533년 오무라 스띠타다가 아리마 하루즈미의 차남므로 탄생 

1543년 

549년 

1550년 

1561댄 

1562년 

563년 

1564년 오무라 스미타다가 
산조성므로 01동 

싼쪼생 MAP6 -1 

스미타다의 아들인 요AI아키가 구시마성으로 이동하는 1599년 

(게이초4년)까져 오무라가문이 거추하던 거성이었슐니다. 
마라산계로부터 이어찌는 능션의 앞부분률 이용한 이 성은 돌담이 

없고 해자화 토투로 들러싸인 종셰의 특정를 까지고 있슐니다. 

1565년 납만무역항으로 후쿠다톨 개항 

체활사';1항 if 

나중에 ‘” 에도막부카 ~‘ -
왜국정책올 훨흰 l톨.-

뼈|도 유밑하게 플~1"fE' \ 
네덜란드및 、‘r -
흥국과의 무역항이 되어 헤외의 문화와 

기슬이 흰혜지는 황구가 되었습니다. 

2년6재뭘 겉려서 

유럽에도확. 

스퍼|인국왕를 

맡현했습니다. 

1584년 댄쇼 소년사뭘단01 스찌|민에셔 .리쩍12셰톨 맡핸 

명리페Z써| 

1585년 댄쇼 소년사껄타01 
교홈 그혜고리모1 3셰톨 맡혐 

를마교황를 말현， 국왕급 

대우를 받고 로마시민권를 
받휠습니다. 
유럽에 밑본이 션전국으로 
얻려지는계기가 

되었습니다. 

1587념 오무라 스미타다가 사카구쳐판에서 
사망(맘55셰} 

짧토요토미| 톨|떼요씨가션쿄사 후밤협톨 낼형 사카구~I판이라고 블리며 영주에셔 
퇴임한 스미타다가 죽기 현 2년간 

커쭈한 당소. 한곁같이 그리스도 
씬앙 옐에 할았다고 천해월니다. 그리스도교는 

현파하져말라l 
선교사논 
나가라| 

.그리스도교가 급지된 이유 
CDiil회 영토가된 나가사키의 생활을 보교 포르루감이냐 

스빼인이 그리스도교를 이용해 일본을 정록하려고 

힌다고억심했기때문 

@쿄리스찬이 오래된 사활과 씬사를 파괴했기 때문. 

@그리스도교의 신만을 씬용하는 가르혐은 일본의 

지배짜에게 바람쩍하지 않었기 때문. 

1590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헌하톨 톨밑 

댐 댄쇼 소년사쩔탬| 귀국(훌빠힌 Jl'.1 8년5개뭘) 

면쇼소년사흩단힌황상 MAP8-[ 
쇼년톨쩍 위업를 기리기 위해 

셰워졌슬니다. 나가사키 공항 

큰쳐의 모리쪼노 공월에 있슬니다. 

훌판인쇄기. 서양악기 등 서양쩍 

뛰어난 기슬파 뭄영톨 밑본에 

톨여왔슬니다. 
1596년 산페리베효 사건 

JR호무라쩍 부근에 4명의 

소년이 뀌국시 들고온 
서양악기를연주하는 

키껴|창:>;1 시계카 었습니다. 

표르투갈리스본에 있는 

벌행탑이 모댈입니다. 

짧1597년 나개원I의 니시자쩨서 25명의 핸이 훈 

1599년 요시아키카 구시마성(오무라성) 혹성 

1600년 셰키가하라 천l 

줍쫓I 

도쿠가와 이메야스가 셰이이 대창군이 됩. 
i ‘ q 

오무라 요시OI?I. 션교사와 단교. 

찍활엉지확 오무라영지쩍 환지문쩌|로 인해 요시아키는 

그리스도교톨 포끼하고 를교로 깨흥.Jf촬파 신사톨 

새로 짖고 크리스환예께 그리스도교를 포기시혔습니다. 

606년 흩쿄지훨건림 

오무리 번추 오무랴기를 묘쇼(흔쿄찌)뼈P6-1 오비.툴리 훌파찌 유쩍 M빼&-E 

혼m지는 요시아키가 를교로 게종했용을 풍영하기 

왜해 처용으로 지은 니쳐렌종파의 사현으로， 

오무라까운의 보리사입니다. 경내에는 다양한 양식의 

묘탑이 틀어서 월므며 그 풍에는 6m 이상의 크끼도 
있압니다. (국가지정 사쩍 · 핸찌영 유형문화재} 

이 부금은 오무라최초의 순교지라고 

전해찌는 장소입니다. 션교사 2명이 

쳐행되었슴니마. 

11614년 오무라번 곰교 

11617년 전국에 글교형 

짧1617년 오무라번의 오비토리에서 션쿄사 

짧617댄 스즈타감옥메션교사등 30명이 휴빼됩 、

스즈타 갑욕 유쩍 MAP5-L 

1617년부터 5년간， 외국민 

선교사 등 30명이 감금된 

감욕 유쩍입니다. 감륙에셔 

보낸 씬부의 편지가 당셔 

멀본의 상황을 천하면셔 

스즈타 갑옥이라는 이륨이 

현셰계로 얼랙졌습니다. 

1633년 찌1차 왜국형이 내려햄. 

짧637년 시마바라의 난01 월어납. 

요무라해빼 흩톨윈 메닫 밀월획의 성모’MAP 6-J 

뺑657댄 고리루즈려1'"댄 
(현지정 유형문화재 · 오무락 
시립역사자료판소장) 

1639년(금교 .)9.비멍이 새겨견 

오무라가운 장로의 무댐에서 

훌토되었습니다. 

j불견붉월! 

오무라 스며타마( 大村훌훌짧 ) 

• 얼본에셔 최초로 그리스도교에 업표한 천국시대의 다에묘(영주) . 

• 얼본에셔 최초로 유렵에 용석방운단 ‘헨쇼소년샤철단’융 화천 • 

. 나가사키 항율 채항하여 남만우역 설시. 

표록펼 
요무라스'11)타다는 천국시대 요푸라흘 통치한 영주업니다. 

시'P}바라외 아려'P}7}운에셔 오무라7}묻의 양자가 되어 만 17세에 요무라 

가훈율 엇고 요쿄쩨우라， 후쿠다， 냐가샤키톨 우역황요로 깨빵빼셔 

냥만우억융 추진었으며， 앨본 혀초의 드호려스찬 다。1묘가 되었습나다. 

그 후， 얼본 척호와 유렵 공식빵푼단 ‘밴쇼 소연사철단’ 율 로u}에 

파천하는둥 엑샤에 남는다수펴 위앵융당생했습니다. 

그려스도교의 신자가 펀 계기 
스.ul타다 혼인야 그리스도교외 가료챔에 째닿용융 

느낀까합도있지만， 남만샤합를혜 신뢰률받아무엑율 

훤활하게 하기 위한폭척도 있였먼 갯 강좁니다. 

냥만푸역의 생과 
수업홈윤 주로 쟁사와 칙툴야었으며， 총~.류 풍의 

무기나 외학， 용악， 마슐 풍도 천해졌습니다. 

수출풍으료는 알본에 천해진 냥만훈화의 영향융 활은 

남만철기 둥외 풍에홈둥。l 있었슐나다. 

당시납만무역의모훌 
(원본 고베 시립박를판 소장 · 오무랴시 교육위원회 소장) 

고리쿠즈례 

1657연《메이때커3년)~푸라벤 고요려무라 지방율 중심￡로 603명의 

‘창복 크려스찬’ 이 체포훤 사건업니다. 

오무라 스미타다외 부입파짱남요시DI커가 그리스도교로게홍 

1571 댄 오무라 스미타다까 남먼무역항므로 나카시키톨 깨항 

요무라 영지 내의 요든사원이 파괴됨 

램1580년 요무라 스마타다가 여I수회뻐| 나카AI7I. 모기혼를 기부 

씨톨 J'1.'.! 랩1582년 탠쇼소년A빼단이 나가사키톨흩밭 
u (오무라 스미티다 틈떼 의해 피‘경} 

포르투허션박이 다내가시n뻐| 압힐(용포류천래I I선 ), ~ 

그리스로쿄천래빼|에르L 훨\ 1 싫 
히라토에 포르.갈 섭박 일힐 k 톨.- J ) .. 

τ 4꺼II\~ 
오무라스미타다가오무라가운를이머밭읍(명추가휩} c;“’ ."" 드'J 

히파도 DI야노마에사건 . / 1 스미타다，써I혜톨밭다 
' / 전국시대 다이묘 충 카장 먼져 

요코써l우라카남만무역할므로재항휠 /' 블교에셔 그리스도교로개종혜 밀본 
/ 최초의 크리스찬 다이묘가 되었습니다. 

오무락스마되다카그리스도교를개훌 r 
그 후， 오무라 명지의 모튿 주민(믿~ 

만명}이 그리스도교로 깨졸웠습니다. 

‘고리쿠즈레’의 발단이 된 돔굴. 
홉복 크리스찬이 숨어서 초상화를 

모시고기도했습니다. 

그 사설이 밭각되어 603명의 홈복 

크리스찬이 체포되었습니다. 

MAP7-1 
수형자들이 가쪽과 마지막 작볕을 

아쉬워하며 이곳에서 물잔을 나눈 

후 순교지로 몰려갔습니다. 
순블에 젖은 돌에는 지급도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합니다. 

효코바루 훈교쩌 MAP7-1 

참수형에 처해진 406명 중 131 
명이 처형된 장소입니다. 

그 때의 모습을 조각므로 새긴 

동판이셰워져 있습니다 

효코바루에셔 처형된 1 31 명의 
머리는 소금에 철여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나가사키 가도의 이 

장소에 정계의 본보기로 20일간 

내걸렸습니다. 

구비즈카 (사전 휠특}와 도즈카 (사전 보를를) 
MAP7-G MAP7-H 

참수형에 처해진 동체와 머리는 

따로 매 장되 었습니 다. 같은 

잠소에 매짤하면 그리스도교의 
요슬로 몸이 01어져 부활한다고 
여겨 두려워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작볕 

짧활획뚫 
쳐혐 

짧훌 
맴 

구비즈카 도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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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토케노타니 

오무라시 관광펀맨션협회 내 

0+81-957-52.3605 圖+81-957.52-3652 훌藝 모리호노공뭘 

+ 
먼쇼소년사훨단현황앙 

+ 
o효쿄바루훈교^' 

+ 
딩사01시와키혜노이씨 

+ 
던 흩쿄쩌{요무리번추 오루라가룬묘회 

+ 
며고쿠꿇첼쩍 

딩구헤|즈카유쩍 

+ 
며도츠카유쩍 

+ 
모무라시대 

공활 모무리액 

+ 
션쪼성유쩍 

+ 
!꾀모무i!J 시림역사자료관 

+ 
힘댄쇼웹l광장 

+ 
덴쇼소년사훌단힌활상 

+ 
덴오랙스퍼I티마억 n찌믹꺼함l 유쩍 

| 호무라 역사관광 자원톨사카이드 모임 1 

약g시간코스 

;;q훤몸사카-01드와함께 크리스찬사적을 

둘러보시기바랍니다. 

오무라시배 
+ 약10문 

11 효쿄바루훈교^' 
+ 약S릎 

f김 시。I시 와카리l노이시 
.. ~얻O운 

f김 스즈탁갑욕유쩍 + 약15둔 
I김 오무라 시릴역사자료판 

.. 2양톨 

텀 흩뭘1(.2무라번주오랙까문묘죄 
+약10톨 

I힐 오무라 스미타디외 마찌막꺼함l 뮤쩍 
+와1~ 

fJ 오삐I토리 순교Äi 휴쩍 
+ 를해운 

오무라유메핍츄츄’ 
+약10톨 

오무라써내 

+ 
R깅 효토커|노타니 

+ 
딩 째I시，빼노이시 

Ð 효쿄바루솜교Äi 
+ 

m 고쿠톨쇼유쩍 
+ 

딩 구버혈f션쩍 

iI!l 도즈카유핵 

고tf 리스한다01 

훌휩i*짧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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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I 
1시간코스.2시간코스도있습나다. 
문의는 오무라시 판광컨벤션협회로 

TEL + 81-957 -5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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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화방면 

1131 

다쳐바나신용글고. 

돼쳐10， ·후루따11 곰민판 
V뻐| 

혼쿄지 
피 ·후루n쩌보육원 

I그톨 

오무라버스터미낼→ 

메타다 D~XI막거주판 유적 

뻐.~피 
대라시마 

.마쓰나미용민판 

호부라시뭘역싸짜릎관 
호루라번후나 번 무사의 
고문서 ， 남만과 기리시란 
판면자료 를 와1 만5 ，000 
점의 짜표톨 북관 및 
현씨할니다. 

개판110:α>-18:00 

휴훨/황훌뽕|’훌훌휠인 경우예는 
12월28일-1뭘4일 

|냉f.~1구융민횟--.CJ.i藝A 

오무라시 관광진흥과 (일반사단법인)오무라시 판팡런벤션협회 
〈우)866-8686 나가사키현 오루라시 구씨마 1-25 (우)856-0834 나가사키현 오무라시 구시마 1-45-3 
률+81-957-않-4111(대표) 團+81 -957-54-7135 률+81-957-앓-3605 맴+81핑57-52-3652 
http://www.omuranavi.jp/http:μ.www.e-oomura.jp/top.html 

(밑반사단법인) 오무라시 톨산핀훌협회 오무라시 관광안내소 
(우)많S꽤31 나가사키핸 모무하시 허7씨혼마치 1-1 률&團 +81-967-53-6060 
11&1룰폐 +81-957-54-1061 
http뽑빼w.omcbk.orgl 오무라 역사관광 자훤봉사.7101드 모입 

률+81-957-52-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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