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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건물의	1층에는 관광 안내소와 프라하시 관광	(Prague	
City	Tourism)	가이드 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운영 및 연락처 정보조감도

구시청사와 광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백미는	14세기의 거대한	
고딕탑입니다.	고딕탑이 세워지던 시기에는 프라하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고딕탑의 맨 꼭대기에는 주변을 감시하고 위험 시 도시에	
경고 신호를 보내곤 하던 망루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고딕탑의 전망대는 현재 프라하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틴성당과 미쿨라슈교회,	멀리는 프라하성 또는 수십	
개의 탑,	작은 첨탑 및 다양한 프라하 건축양식의 지붕 등 전경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중세 타워들 중 하나인 시청 타워는 경계 문턱이 없어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	모던한 유리 디자인으로 수차례 상을	
받기도 한	엘레베이터를 다시면 주랑까지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구시청사의 타워에 있는 엘리베이터 1945년	5월의 구시청사 모습

역사를 간직한 내부 관람시간:
월요일		 11.00–19.00	
화요일	–	일요일		 9.00–19.00

청사 탑 관람시간:
월요일		 11.00–22.00	
화요일	–	일요일		 9.00–22.00

일반 입장료	 250	CZK
할인 입장료	 150	CZK
모바일 입장권	 210	CZK

프라하 천문시계	12사도 관람:
매일 매 시간	 9.00–23.00

본문	©	프라하 시티 투어리즘	(Prague	City	Tourism),	2018
사진	©	프라하 시티 투어리즘	(Prague	City	Tourism),	수도 프라하	
기록보관소	(Archiv	hlavního	města	Prahy)

시청사 연혁

1338	–	구시청사 건립
구시청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청건물 중 하나입니다.

14세기	–	청사 탑 건설
구시청사 탑 높이는	69.5m입니다.

1381	–	청사 예배당 최초 봉헌식
예배당은 수세기에 걸쳐 총6번 축성되었습니다.

1410	–	프라하 천문시계 건립
구시청사 천문시계는 현재 세계에서 작동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시계입니다.	

1458	–	포데브라디의 조지 왕 체코 왕으로 선출
회의실의 그림 중 하나는	5x7.3m에 달하는 기념비적 화폭에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621	–	청사 앞에서 귀족 항거 참가자 처형식
광장 바닥의	27개의 흰색 십자가가 사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838–1848	–	구시청사 네오고딕 양식으로 재건축
건축가 노빌	Nobile과 스프렝게르	Sprenger가 청사의 동북쪽 익면	
건물을 새롭게 건축했습니다.

1939	–	메인 로비 장식
청사 로비는 웅장한 모자이크 장식을 갖추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동안은	
나치 점령군의 지시에 의해 가려져야 했습니다.	

1945	–	청사 폭격
프라하 봉기 때 나치의 공격으로 청사 상당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2018	–	천문 시계 전체 수리		
천문 시계를 전쟁 전 모습으로 웅장하게 복원하였습니다.			

기다리지 않고 타워로

구시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일반 티켓 또는 모바일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티켓을 구입하시면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워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낮은 가격 뿐만 아니라 휴대 전화로 다운로드	
할 수 있다는 점이	모바일 티켓의	장점입니다.		13	개국 언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R	코드를 업로드하시거나	w	prague.mobiletickets.cz에서 바로	
구입하심으로써 모바일 티켓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프라하 구시청사
구시청사는 프라하 유적보전지구 중심부에	
위치한 가장 아름다운 유적입니다.	14세기부터	
단계적으로 민간가옥을 매입한 후 하나로	
연결하였습니다.	현재는	5개의 유서깊은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물들은 거의 모든 시대별	
건축양식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구시청사는 프라하와 체코 역사의 산 증인이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구시청사에서 포데브라드의 조지 왕	Ji í	z	Poděbrad이 체코의 왕으로	
선출되었으며,	구시청사 뜰에서는 후스파의 강경파 지도자였던 얀	
젤리브스키	Jan	 elivský가 처형되었습니다.		후에 구시청사는 체코 귀족	
항거 참가자들의 집단 처형장면도 지켜봐야 했습니다.	2차 대전 말에는	
나치 점령자들의 공격에 맞서야 했으며,	청사의 상당부분이 그로 인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12사도

이미 수 백년 동안 프라하 시민과 프라하 여행객의 이목을 끄는 유명한	
프라하 천문시계는	1410년부터 구시청사 정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구시청탑 남쪽 별채에는 천문시계의 기계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미 외국에는 훨씬 오래된 천문시계가 존재하기는 했었지만,	그 어떤	
천문시계도 프라하 구시가의 천문시계만큼 경탄을 자아내는 완벽함을	
갖추지는 못 했습니다.

천문시계는 천문력 및 달력 외에도 매시 정각마다	12사도가	2개의 작은	
창문 통해 나타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층의 예배당에서는 사도들의	
행렬을 내부에서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나타날 때에 천문시계의 정문에서 또 다른 목상들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살아납니다.	그 중에 해골의 의미는 죽음이라고 봅니다	-	해골이	
모래시계를 돌림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멈추게 하고 죽음을 알리는 종을	
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정의된 시간이 피할 수 없이 언젠가 필연적으로 멈출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역사적이고 시를 대표하는 홀

프라하 방문객이라면 구시청사 내부관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각 층에	
위치한 방들은 다양한 역사적 시기에 건축된 것으로 구시청사의 발전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 프라하를 대표하는 장소로 쓰이고	
있습니다.

구시청사의 핵심은	동정녀 마리아 예배당입니다.	청사 탑 건립 직후	
만들어졌으며	1381년에 봉헌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시의회 회의 전에	
미사를 봉행했으며,	시청사 감옥에 투옥된 죄수들이나 처형장으로 끌려	
가기 전의 사형수들을 위해 쓰여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왕들을	
축복하기 위한 미사가 열리거나 장례식도 자주 치뤄졌습니다.

고대 의원 회관은	고딕 시대의 중요한 작품입니다.	구시청사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방 중 하나인 이 회관은	15세기 초기의 상태로 보존되어오고	
있습니다.	고대 의원 회관의 특징에는 귀중한 조각 장식,	역사가	
담긴 아름다운 조각 가구 및 풍부하게 성형된 기둥이 높게 세워진	
천장에 있습니다.	시의회와 지방 법원 회의는 정기적으로 여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구시청사의 가장 큰 홀은 브로쥐크	Brožík	회의실입니다.	건물 전체바닥	
면적을 차지하고 두 개 층 높이의 천장을 갖고 있습니다.	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두 개의 대형 그림으로 바츨라프 브로쥐크	Václav Brožík	
작품입니다.	체코의 주요 역사적 순간들이 포착되어 있는 그림으로,	1415
년 종교회의에 참석한 얀 후스,	1458년 구시청사에서 포데브라디의	
조지가 체코 왕으로 선출되는 사건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중세의 지하

구시청사 지하의 숨겨진 장소도 구시청사 투어의 일부입니다.	로마네스크-
고딕 양식의 복잡한 지하 구조는 시청건물보다 오래 되었습니다.	중세식의	
홀,	복도,	터널은 또한 프라하에서 최대규모이기도 합니다.

19세기말의 구시청사 고대 의원 회관에 있는 시장의 의자

구시청사	2층에 있는 고딕 양식의 예배당		

청사 아래 로마네스크-고딕 양식의 지하브로직(Brožík)	회의 홀

구시청 천문시계	12사도상-내부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