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마루 북동부 돌담(북동 방면으로)

「온혼마루 오히로마 지회도(御本丸 大廣間地繪圖)」

「봉황도병풍(鳳凰圖屛風)」(마츠시마마치 소장)

발굴조사로 발견된 금동 장식

「지다가자회도(千田家姿繪圖/혼마루 오히로마 부분)」 (센다이시 박물관 소장)

센다이성 축성

센다이성은 센다이번 초대 번주 다테 마사무네(伊達 政宗)가 축조하여 1602

년에 일단 완성되었습니다. 동쪽에 히로세가와강, 남쪽에 다쓰노 구치 계곡 

단애, 서쪽이 험한 산이  둘러싼 천연의 요충지이며, 돌담은 주로 혼마루 주위에 

쌓아 올려졌습니다. 축성 당초에는 혼마루와 현재 산노마루라고 불리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후, 2대 번주 다다무네(忠宗)가 니노마루를 축조하면, 거기가 

정치 중심이 되었습니다.

센다이성의 상징! 혼마루 오히로마

혼마루에는 「오모테(정청)」와「오쿠(사저)」에 나누어져 수많은 건물이 지어져 

있고, 그 중심이 1610년에 완성된 「오히로마」어전이었습니다. 오히로마에는 방이 

14개 있고 주위를 둘러싼 툇마루를 합하면 약 다다미 430장의 넓고 호화현란한 

건물 이었습니다.   오히로마  북쪽 에는  「 노(能)  무대 」,  동 쪽  벼랑  끝 에는  

「가케즈쿠리」가 있었습니다.

센다이 성의 돌담

혼마루 북벽 돌담은 1997년부터 2004년에 걸쳐 수복 공사가 진행되어, 공사에 

수반하는 발굴 조사의 결과, 현재 돌담 내부에 시기가 다른 돌담이 2가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이른 Ⅰ기 돌담은 다테 마사무네가 축성한 17 세기 

당시의 것으로, 자연석을 가공하지 않고 길이 방향으로만 쌓는 길이쌓기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Ⅱ기 돌담은 17 세기 전반에 축조된 것으로 자연석에 약간 

가공을 더해 마구리가 보이는 방향으로 쌓는 마구리쌓기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의 

Ⅲ기 돌담은 1668년에 일어난 지진 복구 공사로 17 세기 후반에 복구된 것이며, 

다듬돌을 줄눈을 맞춰 쌓은 것입니다. 마사무네(政宗)가 앉은 「상단(上段)의 방」

상단의 방은 가장 중요한 

의 식 을  진 행 하 거 나  

가 신 들 이  번 주 를  

알현하거나 할 때 사용한 

격식이 높은 방입니다. 

폭이 7 .9  m나 있고,  

도코노마 구석에는 화가 

가노 사쿄( 狩野 左京 )의 

「오동나무와 봉황」의 

장 벽 화 가  그 려 져  

있었습니다. 또 북쪽에는 

천황가와 막부 장군가를 

맞 이 할  때  사 용 하 는  

「상상단( 上上段 )의 방」

이 있었습니다.

성 내 돌담들로 다양한 석재 가공 방법이나 쌓기 방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돌담

회도와 발굴 조사를 바탕으로 제작한 오히로마 모형(1/50)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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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그 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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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건

마사무네는 센다이(千代 )를 센다이(仙臺 )로 개명하여, 보청 나와바리를 시작하였다.

마사무네는 센다이성 보청(普請 /건축)을 개시하였다

마사무네는 센다이성에 입성하였다.

센다이성 오히로마 어전이 완성되었다

지진으로 인해 돌담과 망루가 피해를 입었다

중앙정부 막부로부터 와카바야시성 축성 허가를 받았다

니노마루 보청(普請 /건축)을 개시

지진으로 인해 돌담이 무너지고, 망루가 도괴하였다

대지진으로 인해 센다이성 혼마루 돌담이 무너졌다

센다이성 혼마루 돌담 수복 공사가 완료되었다

겐로쿠 연간의 니노마루 개조

뇌화로 니노마루 전소

니노마루 재건에 착수

센다이번 항복

동북 진다이(鎭臺 /육군 부대)를 센다이성 니노마루로 옮겼다

오테몬과 와키야구라를 국보 지정

센다이 공습으로 오테몬·와키야구라, 다쓰미몬이 소실

오테몬과 와키야구라 건설 착공

돌담 수복 공사에 수반하는 센다이성 혼마루 발굴 조사 개시

센다이성터가 나라의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센다이성 혼마루 북벽 돌담 수복 공사 완성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돌담과 토담이 피해를 입었다

동일본 대지진 돌담 복구 공사 완료

센다이 성의 역사

센다이성 견문관 이용 안내

■이용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중무휴

■입관료 무료

■소재지 (우)980-0862 
센다이시 아오바구 가와우치 1-11

■문의처 센다이시 교육위원회 문화재과
TEL : 022-214-8544
FAX : 022-214-8399

http://www.city.sendai.jp/shisekichosa/kurashi/manabu/
 kyoiku/inkai/bunkazai/bunkazai/joseki/index.html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