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옛 시장실
이곳은 서울시 옛 청사의 시장실 및 접견실, 기획상황실 공간이다. 옛 시장실은 해방
이후부터 2008년 5월까지 60여 년 동안 역대 서울시장이 사용했던 집무공간이었다.
시장실은 시청사 3 층 정중앙에 위치하며 시장 집무실과 접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역대 서울 시장들은 시장 집무실에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했으며, 접견실에서는
서울시를 찾는 외부인사들을 맞이하였다. 기획상황실은 서울시정의 심장부로서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전문가, 시민이 다양한 의제에 대해 보고받고 심의·결정하는 곳이었다.
본래 옛 청사 3 층의 동측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비서실 공간으로
옮겨 재현하였다. 이 밖에도 옛 청사 3층에는 행정 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집무실,
대회의실인 태평홀 등이 있었다.

The Seoul Old Mayor's Room
This area was used as the mayor's office and reception room, planning &
situation room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old mayor's room
was used by all mayors for some 60 years- since the nation's liberation until
May of 2008. The mayor's room is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city hall's third
floor and consists of an office, a reception room, a secretary's office, and a
waitingroom. The mayors did their business in the old mayor's room and
receiv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The planning & situation room, the
hear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where the mayor, city officials,
experts, and citizens were briefed on various issue. They reviewed agenda
and made major decisions. The room, which was originally located in the
eastern tip of the old city hall, is now reconstructed in the former secretary's
office area. Other facilities on the old city hall's third floor include the offices
of the vice mayors I & II for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vice mayor for
political affairs, and Taepyeong Hall conference room.

1965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청 Seoul City Hall on 27 April 1965 ▶
사진에 더해진 정보 중 주황색 글은 실재하는 지명과 건물에 대한 것이고,
흰색 정보는 역사적 상상력에 기반을 둔 허구다.

Among writings on the picture, orange ones are about place names and
buildings that really existed or still exist, and white ones are fictions with
historical imagination.

서울특별시 옛 시장실 안내도(서울도서관 3층)
❹ 문서로 본 서울특별시 60년
The 60 Years of the Seoul Metropolis Seen
through Documents

Exhibition Map for the Seoul Old Mayor's Room
(rocated on the 3rd floor in the Seoul Library)

❺ 서울의 변화상을 알 수 있는
역대 시청현관 구호와 시정기록

❼ 해외 자매·우호 도시로 부터
받은 선물

The 60 Years of the Seoul
Metropolis Seen through
Documents

현·역대 서울시장들 정보그래픽
Infographic of the Seoul mayors

Present given to the former
mayors of Seoul Metropolis

❻ 서울 역사 반세기(영상)
Half centry in Seoul(film)

서울시장 책상
Desk used by the former mayors

❺
❻
❸ 통계로 보는 서울살이(영상)
Statistics on Life in Seoul(film)

❼

❹

기획상황실

Planning & Situation Room

접견실

Reception Room

시장집무실

❾

❿

Mayor’s Office

❸
❽
❷ 서울특별시청 정보그래픽(1965년)

❷

Infographic of Seoul City Hall
in 1965

서울 파노라마 정보그래픽과 작품
Seoul Panorama Infographic &
Art Pieces

❽ 서울특별시 해외 자매·우호 도시현황

❿ 서울 연표(1946~2012)

Status of Cities in Sisterhood &
Friendly Relationship with the
Seoul Metropolis

Chronological table of Seoul

역대 서울특별시장들의 결재문서
Official documents signed by
the former mayeors of Seoul
Metropolis

❶
❶서울특별시 옛 시장실 입구
Entrance of the Seoul Old Mayor's Room

❾ 서울시를 방문한 주요인사 역대 사진
Photos of the Visitors from home & abroad

지켜야할 일들을 잘 지켜서 복된 사회를 이룩합시다
Let's make a happy society by abiding by the rules that
must be obeyed.

안산
Ansan Mountain
성공회성당
Sungkonghoe Church
(the Anglican church)

서울특별시 옛 시장실
The Old Mayor's Room

약속 시간에 늦어 뛰기 시작한
회사원 손 모씨
Mr. Son, a company staff,
starting to run because
of being late for his
appointment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홍제동 사는 이 모씨
Mr. Lee, a Hongje-dong resident,
taking a short rest after filing a civil
complaint at the City Hall

기획상황실
서울시정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서울시장과 공무원, 시민, 전문가 등이 모여
심의·결정 하는 공간으로, 각종 위원회, 실·국장 간담회 등이 개최되었다.

Planning & Situation Room
Chamber where the mayor, city officials, citizens, and experts gathered to review
and decide important policies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Various committee
meetings and discussion meetings were held in the room.

군사 정전 위원 내방(1980. 05. 30)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members visited.

서울시 정책 자문회의가 열림(1982. 01. 29)
An advisory conference on policy of Seoul City was held.

순직소방관 유가족에 대해 위문금을 전달하는 모습(1994. 06. 13)
A compensation was given to the families of firemen who had died
on duty.

기획상황실 Planning & Situation Room

문서로 본 서울특별시 60년
해방 다음해 서울이 특별시로 격상되고, 이후 신청사 건립을 위해 시청이 별관으로
이전되기까지 60여 년, 기획상황실은 서울시정의 심장부였다.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
전문가, 시민이 이곳에서 다양한 의제에 대해 보고 받고 심의, 결정했다. 그 축적된 결과가
오늘의 서울이다. 그 흔적은 서울시 ‘청도문서고’에 잘 남아 있다. 손으로 쓴 문서에서,
수동식 타자, 워드프로세서를 거쳐 전자문서에 이르기까지 형태는 크게 변했지만, 모두
해당 시기의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보여준다. 여기에 우선 대표적인
문서를 뽑아 서울특별시 60년사의 편린을 전한다.

The 60 Years of the Seoul Metropolis Seen through Documents
For some 60 years from 1946 when Seoul was raised to the status of metropolis
one year after the nation’s liberation through the year in which the city hall was
moved to the annex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city hall building, this Planning
and Situation Room was the heart of the city administration. Mayors, city
officials, experts and ordinary citizens all gathered in this room to brief and be
briefed on various agendas, deliberate and make decisions. The accumulated result
of such processes is what Seoul is today. And traces of the processes remain in the
archives in Cheongdo. Although the forms of documents underwent change from
handwriting to typewritten, to word processed and to e-documents, all display the
efforts that the city of Seoul made to respond to the circumstances of the specific
times. Here, we select some bundles of documents to provide a glimpse of the
60 year history of Seoul Metropolis.

1

2

3

4

1 미복귀공무원 해면 발령의 건 (1952. 11. 25)

3 서울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 (1966. 05)

Matter of Dismissing Public Officials Not Returning to
Their Positions
2 피난민증 (1950년대) Refugee Certificate

4 “서울은 이렇게 변한다” 리플렛 (1966)

5

6

5 한강개발 기본계획 확정 (1983. 09. 02)
Basic Plan for Hangang River Development

6 상암 새천년 신도시 조성 디지털미디어시티(DMC)사업 추진계획
(2000. 05. 23)
"New Millenium City of Sangam": Digital Media City (DMC)
Project Plan

Seoul Master Plan toTheir Positions
Leaflet for Urban Planning Exhibition

기획상황실 Planning & Situation Room

접견실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방문한 국내외 인사를 맞이했던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외국 도시 와의 양해각서 체결・주요인사 접견・표창수여・홍보대사 및
명예시민 위촉 등의 업무가 이루어졌다.

Reception Room
Room where the mayor of Seoul receiv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MOU signing ceremonies, reception for dignitaries, presentation of awards, and
appointment of honorary ambassadors and citizens took place in the room.

방문객사진

접견실 Reception Room

서울을 찾아주신 손님들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면서 역사적인 도시이고, 문화적이며 경제적·
사회적인 도시다. 그만큼 많은 분야의 손님들이 서울특별시를 방문해
인연을 맺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시로부터 명예시민증과 감사패를
받았고, 세계 각국의 외교사절단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를 방문한
손님들의 사진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 중 일부를 선별해 전시한다.

Visitors to Seoul
Seoul is the capital of Republic of Korea with history, which is also
a cultural, economic, and social city at the same time. Therefore,
people from various areas are visiting the Seoul Metropolis. A lot
of visitors from home and abroad has received an honorary citizen
certificate of Seoul, and has been awarded an appreciation plaque.
Also, diplomatic missions from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visiting the city. Pictures of those who have visited Seoul are
preserved. Some of them are selected to be exhibited here.

8군 행정 참모장 접견, 1959. 02. 06
Granting the Chief of Staff of
Adminstration of the Eighth U.S.
Army an Audience

세계 속의 서울
미 극동 구매청장 감사장 수여, 1961. 03. 17
Granting a Letter of Appreciation to the
Chief of Far East Purchasing Office of
the U.S.

푸렛트 W. 스윗 중령에 감사장 수여, 1961. 12. 09
Granting a Letter of Appreciation to Lieutenant Major
FrettW. Sweet

서울특별시는 1968년 3월 23일 타이완의 타이베이시와 자매도시결연
협정을 맺은 후 세계 각국의 많은 도시들과 친선우호관계를 넓혀 가고 있다.
서울과 세계 유수의 도시들은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문화사절 교환, 학생
교류, 기술적·경제적 원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역대 서울특별시장이 세계
여러 나라의 외교사절들로 부터 받은 선물 중 일부를 선별하여 전시한다.

Seoul in the World
The Seoul Metropolis has set up a sisterhood relationship with Taipei
in Taiwan on 23 March 1968 to broaden its friendly relations with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Seoul and other cities across the world
have economic exchange, exchange cultural envoys and students,
and give and take technical and economic aid. Some of the presents
given to the former mayors of the Seoul Metropolis by diplomatic
delegations from various countries are selected to be exhibited here.

USA 농구팀 예방, 1964. 05. 14
USA BasketballTeam Paying a Courtesy Call

서울신문사 시장 감사장 수여, 1967. 04. 06
Granting a Letter of Appreciation to Seoul Newspaper
Company

접견실 Reception Room

시장집무실

서울의 기억을 만들어 간 사람들 _ 서울특별시장

Mayor’s Office

서울특별시장의 역사는 서울이 경기도로부터 독립한 해인 1946년부터
시작된다. 지금(2013년)까지 역대 서울시장은 초대 김형민 시장부터
35대 박원순 시장까지 모두 서른 한명이다. 그중 임명직 시장은 26명
이고 민선시장은 6명이다. 고건 시장은 임명직(22대)과 민선(31대)을
모두 거친 유일한 시장이다. 최초의 민선시장은 5.16군사정변으로
자리에서 물러난 11대 김상돈 시장이다.

As the main office of the Seoul Mayor, the head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he space was where the mayor performed functions of day-to-day
leadership, received briefings, and approved key projects.

Those Who Have Made Memories of Seoul _
Mayor of Seoul Metropolis

서울시청 조직의 최고 수장인 서울시장의 주된 업무 공간으로, 시정구상을 하거나
업무를 보고받고 주요사업을 결재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던 공간이었다.

The history of mayor of the Seoul Metropolis started in 1946,
when Seoul became independent of Gyenggi Province. There
have been thirty-one mayors of Seoul up to now, from Kim
Hyong-min, the first mayor of the city, to Park Won-soon, the
35th mayor. Of these, 26 were government-appointed and six
were elected by popular vote. Goh kun, a former mayor of the
city, is the only one who has been both government-appointed
(to be the 22nd mayor) and elected by popular vote (to be the
31st mayor). The first mayor who was elected by popular vote
was the 11th mayor, Kim Sang-don, who later resigned because
of the 5.16 coup.

제11대 서울시장 김상돈 1960.12.30 ~ 1961.05.16

제12대 서울시장 윤태일 1961.05.21 ~ 1963.12.16

제14대 서울시장 김현옥 1966.03.31 ~ 1970.04.16

제13대 서울시장 윤치영 1963.12.17 ~ 1966.03.31

제17대 서울시장 정상천 1978.12.22 ~ 1980.09.02

제1대 서울시장

제2대 서울시장

제19대 서울시장

제20대 서울시장

김형민 金炯敏

윤보선 尹潽善

김성배 金聖培

염보현 廉普鉉

1946.09.28 ~ 1948.12.05

1948.12.15 ~ 1949.06.06

1982.04.28 ~ 1983.10.15

1983.10.15 ~ 1987.12.30

제3대 서울시장 · 제4대 서울시장

제5대 서울시장·제6대 서울시장

제21대 서울시장

제22대 서울시장

이기붕 李起鵬

김태선 金泰善

김용래 金庸來

고 건高建

1951.06.27 ~ 1952.07.24
1952.08.29 ~ 1956.07.06

1987.12.30 ~ 1988.12.05

1988.12.05 ~ 1990.12.27

제7대 서울시장

제8대 서울시장

제23대 서울시장

제24대 서울시장

고재봉 高在鳳

허정許政

박세직 朴世直

이해원 李海元

1956.07.06 ~ 1957.12.14

1957.12.14 ~ 1959.06.12

1990.12.27 ~ 1991.02.19

1991.02.19 ~1992.06.26

제9대 서울시장

제10대 서울시장

제25대 서울시장

제26대 서울시장

임흥순 任興淳

장기영 張基永

이상배

김상철 金尙哲

1960.05.02 ~ 1960.06.30

1992.06.26 ~ 1993.02.26

1993.02.26 ~1993.03.04

제11대 서울시장

제12대 서울시장

제27대 서울시장

제28대 서울시장

김상돈 金相敦

윤태일 尹泰日

이원종 李元鐘

우명규 禹命奎

1960.12.30 ~ 1961.05.16

1961.05.21 ~ 1963.12.16

1993.03.08 ~ 1994.10.21

1994.10.22 ~ 1994.11.02

제13대 서울시장

제14대 서울시장

제29대 서울시장

제30대 서울시장

윤치영 尹致暎

김현옥 金玄玉

최병렬 崔秉烈

조 순趙淳

1963.12.17 ~ 1966.03.31

1966.03.31 ~ 1970.04.16

1994.11.03 ~ 1995.06.30

1995.07.01 ~ 1997.09.09

제15대 서울시장

제16대 서울시장

제31대 서울시장

제32대 서울시장

양택식 梁鐸植

구자춘 具滋春

고 건高建

이명박 李明博

1970.04.16 ~ 1974.09.02

1974.09.02 ~ 1978.12.22

1998.07.01 ~ 2002.06.30

2002.07.01 ~ 2006.06.30

제17대 서울시장

제18대 서울시장

제33대 서울시장·제34대 서울시장

제35대 서울시장

정상천 鄭相千

박영수 朴英秀

오세훈 吳世勳

박원순 朴元順

1978.12.22 ~ 1980.09.02

1980.09.02 ~ 1982.04.28

2006.07.01 ~ 2010.06.30
2010. 07.01 ~ 2011.08. 26

2011. 10. 27 ~ 2014. 06. 30

1949.06.06 ~ 1949.08.14
1949.08.15 ~ 1951.05.08

1959.06.12 ~ 1960.04.30

서울특별시 옛 시장실 The Seoul Old Mayor's Room
운영시간 09:00~18:00
휴관일 월요일ㆍ공휴일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OpningTime 09:00~18:00
We are closed every Monday and public holidays.
100-744 , 110 Sejong-daero, Jung-gu, Seoul, Korea

tel. 02. 2133. 0381 web. www.seoul.go.kr

교통안내Transportation
지하철 Subway
1ㆍ2호선 시청역 5번 출구

주차 Parking

CityHall Stn. Line1 and 2, Exit No. 5

바랍니다. 전자태그를 부착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만 진입할

버스 Bus
마을버스 Town Busw

수 있습니다.

순환버스 Yellow Bus
공항버스 Airport Bus
간선버스 Blue Bus
지선버스 Green Bus

광역버스 Red Bus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종로 Jongno 09ㆍ종로 Jongno 11

지방차량은 끝번호 자리제 적용

90s 투어 tourㆍ91s 투어 tourㆍ05
6001ㆍ6002ㆍ6005ㆍ6015ㆍ6701
101ㆍ150ㆍ402ㆍ405ㆍ501ㆍ506
172ㆍ472ㆍ504ㆍ700ㆍ1020ㆍ1711ㆍ
7012ㆍ7016ㆍ7017ㆍ7018ㆍ7019ㆍ
7020ㆍ7022ㆍ7212ㆍ8000

월(1ㆍ6), 화(2ㆍ7), 수(3ㆍ8), 목(4ㆍ9), 금(5ㆍ0)

M4101ㆍM4102ㆍM4108ㆍM5107ㆍ
M5115ㆍM7106ㆍM7111ㆍ9703ㆍ9714
일반버스 General Bus 1002
직행버스 Nonstop Bus 1000ㆍ1100ㆍ1150ㆍ1200ㆍ1900ㆍ
2000ㆍ9001ㆍ9003ㆍ9300, 9301
급행버스 Express Bus 8100ㆍ8600ㆍ8880

주차요금 10분당 1,000원 (평일 09:00~18:00만 부과)
Please avoid using a private vehicle visiting us, as we have only a
limited number of parking spaces.
Only vehicle with an electronic tag showing participation in the
campaign to reduce the use of private vehicle (one day per week)
are allowed to enter the parking lot.
Vehicles registered outside Seoul will be controlled according to
their license plate numbers. (Numbers ending with 1 · 6 are not
allowed to enter on Monday; those ending with 2 · 7 onTuesday;
those ending with 3 and 8 on Wednesday; those ending with 4 · 9 on
Thursday; those ending with 5 · 0 on Fryday.)
Parking fee_1,000 won per 10 munites (charged only between 9:00
AM and 6:00 PM on weekdays).

디자인 l

반세기 숨가빴던 서울의 변화와 발전이 이곳 “옛시장실·기획상황실”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서울시의 기록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정보공개정책과는
이곳 상설전시실을 마련하여 시민들과 함께 서울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장집무실 Mayor’s 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