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고비아의 알카사르는 독특한 윤곽선과 훌륭한 위치 때문에 보면 볼수록

감탄하게 되는 곳이다. 알카사르에 대한 기록은 12세기 초부터 존재했으며, 중세 

시대의 카스티야왕들이 가장 좋아했던 성이었다.트라스타마라 가문이 카스티야의 

왕위에 오르면서, 세고비아의 알카사르는건축적으로나 제도적,정치적,상징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알카사르는점점 왕궁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알카사르에 묵고 있던 이사벨은1474년 12월 13일에 세고비아의 마요르광장에서

카스티야의 왕위에 올랐다.

펠리페 2세는 네 번 째 왕비 아나 데 아우스트리아와의 결혼식을 이곳에서
올렸다. 펠리페 2세 시대에 알카사르 궁전은 큰 변화를 겪는다. 석판암으로 만든
뾰족한 지붕도 이 때 새로 추가되면서 카스티야 지방의 다른 요새와는 다른 중부
유럽풍의 모습을 갖게 된다. 마드리드가 수도가 되면서부터 알카사르는 왕의 
거처로서의 성격을 잃게 되었고,이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764년, 카를로스 3세는 왕립 포병 학교를 설립했고, 1862년 3월 6일 
큰화재가 일어났을 때까지 포병 학교는 알카사르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때의화재로
천장이모두 불타고 구조물이 약화되는 피해가 있었다.

1882년에 알카사르 보수가 시작되었다. 1886년에 공사가 끝난 뒤, 어린 알폰소
13세를 대신해 섭정 중이던 왕후 마리아 크리스티나는 포병대가 알카사르를
사용하도록 육군부에 양도했다. 1898년, 알카사르 건물 윗층에 군문서 보관소가 
설치되었고, 현재도 같은장소에 자리잡고 있다. 1951년엔 이 문화 유산의 보존을
위해 알카사르후원회가 설립되었다.

현재 알카사르에서는 각각 다른 시대에 세워진 여러 방들을 관람할 수 있다.

옛 궁전 (1)은 방 똑같이 생긴 두 개의 창문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 창문의 방이라고도
불린다. 이 창문은 알카사르가 처음 생겼을 때, 즉 아직 갈레라의 방이 없었을
때는 건물의 외벽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채광의 역할을 담당했었다. 무데하르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고 알폰소 10세 때의 모습이 남아 있다.

난로의 방 (2) 은 펠리페 2세 때의 모습이며, 16세기의 멋진 가구들을 간직하고있다.

왕좌의 방 (3) 은 트라스타마라 왕조 때 만들어졌다. 알폰소 13세와 왕비 빅토리아
에우헤니아가 1908년에 스페인 독립전쟁 발발 백 주년 기념으로 이곳을방문했을 때
제작한 왕좌를 볼 수 있다.

갈레라의 방 (4) 은 갈레라라는 옛날 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긴 천장의 모양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1412년에 아직 어렸던 왕 후안 2세의 어머니인
랭카스터의 카탈리나가 지은 방이다.

솔방울의 방 (5) 은 후안 2세의 명으로 지어졌으며 솔방울을 닮은 392개의 독특한
장식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지어졌다.

왕의 침실 (6) 에 있는 문은 네오무데하르 양식으로 지어졌고, 세고비아의 산 마르틴
지역에 있던 엔리케 4세의 궁전을 본따서 만들어졌다.

왕들의 방 (7) 의 띠 장식엔 아스투리아스와 카스티야 이 레온 왕국의 왕들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펠리페 2세 시대에 보수되어 지금까지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끈의 방 (8) 은 프란시스코 회 수사들이 두르는 끈처럼 생긴 장식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 세고비아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알폰소 10세가 자신의
지식을 과신했던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로 끈 장식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소성당 (9) 에서는 펠리페 2세와 아나 데 아우스트리아의 결혼식이 거행되었다.
1600  년에 바르톨로메 카르두초가 그린 <동방박사의 경배>가 걸려 있는데, 이
작품은 1862년의 화재에서 살아남았다.

무기의 방 (10) 엔 여러 시대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왕립 포병 학교
박물관 (11) 과 함께 알카사르 탑 밑에 자리잡고 있다.

세고비아의 알카사르에 묵고 있던 이사벨 공주는 1474년 12월 13일, 세고비아의 마요르 광장에

있는 산 미겔 성당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카스티야의 왕위에 올랐다. 

카를로스 3세는 1764년에 왕립 포병 학교의 장소를 세고비아 알카사르로 정했다 . 이 학교는 현재

까지 운영되는 포병 학교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