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 카 마 쓰 시 립 다 마 모 공 원

이 성은 1587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사누키 일국이 주어져 이코마 지카마사가 축성에 착수한水城

(수성)입니다.수년의 세월에 걸쳐 완성되고 다카마쓰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세토우치의 해수를 끌여들인 이 성은, 일본의 3대수성의 하나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이코마씨의 치세는 54년간
계속 되었습니다만, 그 후1642년에 마쓰다이라 요리시게가 성주로서 입성했습니다.

요리시게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로, 막부와 근친관계에 있었던 요리시게는 츄고쿠·시코쿠의 관찰역을 명령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리시게 이후, 마쓰다이라씨의 치세는 228년간에 걸쳐, 다카마쓰는 마쓰다이라씨의 거성으로서
번창했습니다.

그 후 성은, 다카마쓰시립 다마모공원으로서 1955년 5월 5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습니다. 현재의 다마모공원의
면적은 약 2만 4천평입니다.

성터에는 중요문화재인 쓰키미야구라, 미즈테고몬, 와타리야구라, 우시토라야구라와 함께 돌담이나 해자등이 남아, 
1955년 3월 2일에 나라의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 적 다 카 마 쓰 성 터

입장료

문의처

공원의 개원시간

서문개문시간

일출~일몰

동문개문시간

4월~9월 5시30분~18시30분 7시~18시

10월~3월 7시~17시 8시30분~17시

개인 단체

어른(만16세이상) 200엔 140엔

소인(만6세이상~만16세미만) 100엔 70엔

사적다카마쓰성터(다마모공원)의 연혁

http://www.takamatsuj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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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설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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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볼 곳

성의 중심 건물과 성의 외곽을 연결하고 있는 유일한 연락교로, 

당초엔 난간다리였지만, 에도시대 중기 말 무렵에는 이러한 지붕이
달린 다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②사야바시

이 성은 해자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수의 간만에 의한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자에는 도미 등의 바닷물고기가
있고, 먹이 주기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③수 문

이 뜰은 피운각의 재건에 맞춰, 1917년경 만들어진 고산수의 뜰로, 

에도시대의 삼존석이나 무게 11톤이나 하는 손 씻을 물을 떠 놓은 푼주, 

후에 쇼와 천황이 다이쇼 시대에 손수 심은 소나무 등이 있습니다.

④내원정원

쓰끼미야구라는 북쪽에 있는 성의 모퉁이 성루로서 1676년경에
완성했다고 하고, 출입하는 배를 감시하는 역할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영주가 에도로부터 배로 돌아오는 것을 이 곳에서 보았다고 합니다.  

쓰끼미야구라에 늘어서 있는 약의문양식의 미즈테고몬은, 말하자면
바다의 큰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⑤쓰끼미야구라/미즈테고몬/와타리야구라

이코마씨 시대에 지어진 천수각은 마츠다이라씨에 의해, 관문
10년(1670)에 시코쿠 최대의 규모로 개축되었습니다. 천수각은, 

메이지 17년(1884)에 노후화를 이유로 파괴되었습니다만, 다카마쓰의
자랑을 되찾는 건조물로서 천수 재생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①천수각 자취 전망 덱

산노마루 입구의 망문에서 쇼와 20년(1945년)의 다카마쓰 공습에
의해 소실했습니다만, 2022년 7월, 77년만에 소생했습니다. 

복원에는 오래된 사진이 유력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석막은 백마지에
감색의 벚꽃 문 등 3 종류 있어, 행사에 의해 바꿉니다.

⑧사쿠라고몬 옛 터

마츠다이라시대에도 현재의 장소에 히운각으로 불리는 광대한
건물(현재의 약 2배)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관청 및 지방 영주의
주거로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만, 1872년 노후화에 의해 해체된 후, 

1917년 현재의 히운각이 다시 완성됐습니다. 피운각의 건물 가운데에는
대서원을 시작해 여러 방이 있어, “나미노마”라는 방에는, 쇼와시대의
천황·황후가 숙박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대회장으로서 회의, 다과회, 

화전 등에 이용되고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⑥히운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