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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1)

“윗사람이 (禮)를 좋아하면 백성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을 수 

없고, 윗사람이 의(義)를 좋아하면 백성은 로 복종하지 않

을 수 없고, 윗사람이 신의[信]를 좋아하면 백성은 로 진심

으로 부응한다. 이 게 되면, 사방의 사람들이 마다 자식을 

포 기에 싸 업고 올 것이다. 上好禮, 則民莫敢不敬, 上好義, 則

民莫敢不服, 上好信, 則民莫敢不用情, 夫如是, 則四方之民, 襁負

其子而至矣。 논어 ｢자로｣

공자(孔子, 기원  551～기원  479)는 제자 자로와의 

담에서 통치자가 (禮), 의(義), 신(信)을 기본으로 도덕

 무장을 한다면, 국가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보았다. 비록 그의 사상이 당 에 꽃피지는 못하 지만, 

이후 한·당·송 를 거치며 국 지배 계층의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 고, 한반도에도 되어 조선 시 에는 유교

에 입각한 새로운 국가통치질서를 수립하기에 이르 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군자의 도덕  교육을 통

치의 근간으로 보아, 도성에는 문묘(성균 )을 세우고, 지

방에는 향교를 세웠다. 이러한 학교건축은 단순히 교육 시

설뿐만 아니라 역  스승을 추모하는 제향 시설이 함께 

조성된 묘학(廟學) 건축이라는 특징이 있다. 본 고( )에서는 

우선 조선시  립 교육기 의 기 이 되었던 성균 의 

역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성균  내 제사 시설인 문묘 

 교육 시설인 성균 의 건축 구성 등 과거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성균 의 오늘과 미래에 하여 생각해 본다.

*본 고( )는 필자가 집필한 서울문묘 정 실측조사보고서(2006) 
내 연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래의 연구 성과들을 함께 모아 

정리한 이다. 그리고 문화재 지정 명칭은 본래 ‘서울 문묘와 성균

’이나, 학회지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균 ’으로 약칭하도록 한다.

2. 조선 성균 의 역사

<한성 도> 부분 상세 (성균  : 붉은 선) 

(8세기 후반, 채색필사본, 31.4X51.8cm)

태조는 조선 개국 후 한양을 새로운 수도로 정하여 

1394년(태조 3) 천도하 고, 이듬해 9월 종묘와 궁궐을 

공하 다. 그리고 10월 경복궁에 이어(移御)하여 국사를 

수행하며 12월 성균 (문묘)의 공사를 감독하라는 명을 내

렸다. 그러나 공사가 연이은 계로 바로 시작하진 못하

다. 1397년(태조 6)에 이르러 도평의사사로 하여  터를 

정하게 하고, 본격 인 건립에 착수하 다. 그리고 왕명을 

받은 환  김사행(金師幸)이 공사를 감독하 다. 태조는 

장에 행차하여 감독 과 역사인 군인들에게 술을 하사

하고 노고를 격려하 으며, 1398년(태조 7) 7월에 마무리

하 다.

그러나 성균 을 공한 해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고, 정종이 개성으로 환도하게 되자 제 로 시설을 사용하

지 못하 다. 1400년(정종 2)에는 문묘 성 에 불이나 

폐허로 남게 되었다. 1407년(태종 7)에 들어 태종이 소실

된 성균 의 복구를 명하여, 기본 인 완비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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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묘 석 례에 그다지 큰 심을 주지 않았던 태조에 비

하여 권근, 하륜과 같은 주자 성리학자들의 지지를 기반으

로 등극한 태종은 성균  제도의 정비에 많은 공을 기울

다. 특히 1407년(태종 17)에는 원 (圓點)2) 300 을 과

거 응시의 의무 규정으로 설정하면서 과거를 응시하려는 

학생들은 성균 에 의무 으로 300일 동안 거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기숙 시설인 동·서재와 식당 등을 확충하

는 계기가 되었다. 

성균 의 건축제도는 태종 에 그 틀이 갖추어지게 되

었고, 이후에는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문묘 제례, 교육제도 

정비에 이 맞춰진다. 세종 에는 학생들이 습질(濕

疾)에 걸리는 일이 많다는 보고를 받고, 동·서재(東·西齋)

를 수리하여 각각 5칸을 온돌(溫堗)로 고치고, 목욕탕과 

등(板橙)을 만들고, 포진(鋪陳)을 까는 등 시설을 보수하

고, 그 밖에도 반수(泮水)3)의 설, 면 도로를 확장하

는 등 성균 의 진흥을 해 노력을 기울 다. 

세조 에는 왕 찬탈로 인한 의명분 상실과 왕권 

심의 제도 정비로 인해 성균 과 불편한 계를 유지하면

서, 문묘 제사  성균  역이 축소되었다. 이후 성종 

에는 반수의 수축 이외에도 성균 에 하마비 건립, 석축 

조성, 주요 부속건축물인 사청(典祀廳), 장서각(藏書閣), 

향 청(享官廳) 등의 건축이 이루어진다. 사청은 제수용

품을 장만하고 보 하는 곳으로, 사성 이극기(李克基), 

지 사 서거정(徐居正), 의정 신숙주(申叔舟) 등이 청원

하여 서무 서쪽에 지어진 건축물이다. 도서 의 역할을 하

는 장서각은 1475년(성종 6) 좌의정 한명회(韓明澮)의 요

청으로 명륜당 북쪽에 건립되어 존경각( 經閣)으로 이름

을 지었다. 향 청은 석 제  친제를 거행하기 하여 

기물과 음식을 비하는 장소로 1490년(성종 21) 2월 특진

 성 (成俔)의 건의로 시작되어 동년 7월 정록청(正

廳) 북쪽 빈터에 향 청을 짓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명륜당 뜰 안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마주 보게 심었는데 

이는 동지 사 윤탁(尹倬)이 심은 것으로 ‘뿌리가 무성하

여야 가지가 뻗는다.’는 뜻을 여러 유생에게 깨우쳐서 그 

근본에 힘쓰게 하기 함에 있었다. 

연산군 에는 실정(失政)으로 성균 이 크게 훼손되었

다. 연산군은 성종을 해 에서 제사 드리는 문제로 언

  성균  유생들과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났다. 1503년

2) 원 은 조선시  성균  유생의 출석과 결석을 검하기 하

여 식당 출입 시 식당지기가 었던 으로 아침, 녁 두 끼를 

1 으로 하고, 50 에 이르면 과거를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얻

었다.

3) 성균 을 둘러싸는 물길. 

(연산군 9) 궁궐의 후원을 확장하면서 인근의 민가를 철거

하고 성균 의 시설을 축소하는 등 본격 인 탄압이 시작

되었고, 끝내 성균 의 이 까지 추진하게 된다. 1505년

(연산군 11) 1월 성균  터로 생서동(典牲暑洞: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 )으로 정하고 병조의 군사 800명을 동

원하여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 으나, 다음 해 9월 2일 

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 됨으로서 성균  이  계획은 

단되었다. 종은 연산군 의 일을 다시 원상 복구하는

데 치 하여 즉  후 약 한 달 만에 성균 에 한 보수

가 시작된다. 당시에 명륜당과 동서재가 모두 괴되어 유

생이 복귀하여도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 다. 이에 명륜당

과 동·서 실, 동·서재, 정록청, 향 청 등의 수리를 속히 

마치도록 명하 고, 도성문 밖에 버려졌던 묘정비(廟庭碑)를 

다시 세웠으며, 비각을 세워 보호하 다. 1514년( 종 9)에

는 존경각 화재로 건물과 소장된 장서가 소되는 일이 

발생하여 즉시 재건함과 동시에 도서를 수집하여 소장  

하 고, 1519년( 종 14)에는 성균  동구(洞口)에 하마비

를 세웠다. 

하지만 종의 재건 노력에도 계속된 사화와 사학인 서

원의 등장으로 성균 의 역할은 차 축소되었다. 설상가

상으로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발하면서 도성의 

요 건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성균  한 마찬가

지 다. 당시의 피해 상황에 하여 쇄미록(瑣尾 )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성균  안에 들어가 보니, 성 , 명륜당, 존경각, 식당, 정록청

은 모두 타 없어지고, 다만 성 의 문  사청만이 남아 있고, 

좌우의 재실은 반쯤 탔으며, 성  앞의 성비(聖碑)는 세 번 꺾

어졌고, 부구(趺龜)도 한 꺼내다가 거꾸로 내버렸다 한다.4)

쟁 이후 선조는 성 , 명륜당, 동‧서재 등의 주요 

건물을 10여 년에 걸쳐 재건하고, 물품과 도구를 구비 하

는 등 성균 을 복원하기 하여 힘썼다. 해군 에는 

창덕궁, 경희궁 등 규모 궁궐 건축공사를 집 하면서 성

균 의 정비를 하지 않았다. 반정을 통해 즉 한 인조 

에 이르러 종 에 그러했듯이 인 성균  수가 

진행된다. 임진왜란 당시 부서졌던 묘정비를 다시 세우고 

정록청, 존경각, 식당, 양 고 등을 재건하 고, 종 에

는 명륜당 서쪽에 비천당(丕闡 )과 재사(齋 ) 두 채를 

건축하 다. 그리고 숙종 에는 공자와 사성의 아버지를 

제향한 계성사를 비천당 북측에 건축하 다. 

4) 오희문 , 이민수 역, 쇄미록 (상), 해주오씨종친회, 1989,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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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궁도｣, 태학지, 1785

이 듯 성균 의 복원을 한 조선왕조와 유생들의 노

력에도 불구하고 성균 의 권 를 차 상실하 다. 그 이

유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치 기강이 해이해지고, 사학

의 발 으로 양반 자제들이 문묘에 있으려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와 정조 에 이르러 교학 진흥을 한 보

다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으며, 시설의 규모는 임진왜란 이

보다 확장되고 완비되었다. 

1725년( 조 원년)에는 국의 태학생으로 모범이 되었

던 4명의 선 을 모시는 숭 사(崇節祠)를 건립하고, 1742

년( 조 18)에는 탕평비(蕩平碑)를 반교(泮橋) 에 세우

고, 이듬해 조가 친히 문묘에 행차하여 사례(大 禮)

를 행하 다. 정조는 오래된 건물을 보수하고 수리하도록 

하여 성균  경내의 각을 완비하 다. 그리고 당시 성균

의 연 과 운 을 기록하는 태학지(太學誌)가 발간되

는 등 여러모로 부흥기를 맞게 되었다. 

<어사도(御 圖)> 좌(左), <시사도(侍 圖)> 우(右) 

 사례도권 (1743년, 화권, 견본채색, 60X282cm, 

고려 학교 박물  소재)

그러나 이후 옛 화를 되찾지는 못하 고, 유생들의 결

원으로 인하여 상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1887년(고종 

24)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경학원(經學院)을 성균 에 

부설하기도 하 으나 갑오개 (1895)으로 결국 폐지되었

다. 1897년(고종 34) 10월 12일 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성

균  역시 제국의 상에 맞추어 개편하려는 일련의 시도

가 이루어진다. 1900년( 무 4) 성균 에 새로운 경학과

(經學科)를 신설하고, 1902년( 무 6)에는 제후의 학교인 

반궁을 천자의 격인 벽옹으로 개건하고자 건의하 다. 그

러나 박한 정세로 실행에 이르지 못하 고, 결국 1910년 

한제국의 국권을 상실하면서 성균 도 그 운을 다하게 

되었다.

한양의 문묘 경(日本現存文廟, 1935)

2. 행례의 심 공간 ‘문묘’

성균 (문묘)은 제향 공간이 앞에, 강학공간이 뒤에 있는 

묘후학(前廟後學)의 배치를 한다. 제향 공간인 문묘는 

심 마당을 기 으로 후면에 성 이 남향하여 치하

고, 좌우면에 동무와 서무가 마주보고 치한다. 그리고 

면으로는 신문이 치한다. 

문묘의 정문인 신문은 평시는 열지 않고, 행례를 행할 

때만 열게 되며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신삼문이라고

도 불린다. 행례 시 마당에서 움직이는 길은 바닥에 돌을 

깔아서 구별한다. 신 가 오가는 신로는 신삼문에서 성

 쪽으로 가다가 월  앞에서 꺾여서 서계로 이어지며, 

임 이 다니는 어로는 동삼문에서 성  동측으로 들어

와 월  동쪽에 치한 동계(조계)로 연결된다. 여기서 동

계와 서계의 계 결정에 있어 일반 으로 산자의 경우 

동쪽을 높게 보지만, 망자의 경우 서쪽의 계를 높게 보

아 신로는 서계와, 어로는 동계와 연결하게 된다. 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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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인 성 은 공자(孔子)와 그의 종사자(從祀 )를 모신 

본 (本殿)으로 문묘 향사를 거행한다. 면으로는 행례를 

한 월 가 조성되어 있다. 정면 5칸, 측면 4칸, 총 20칸 

규모로 남향을 한다. 이 건물은 임진왜란 이후 1602년(선조 

35) 복구하여 건축연 가 명확하며 공포 등의 양식이 건축

사 으로 시 편년의 기 이 되는 요한 건물이다. 단청

은 석간주와 뇌록을 사용한 가칠 단청으로 간소한 모습이

다. 퇴 기둥 하부는 흰색으로 마감하 는데, 이것은 사

묘건축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이다. 그리고 평면 상 면에 

퇴를 두고 후면에 방을 배치한 묘당 건축의 특징이 보인

다. 신 를 모시는 배면의 방은 삼면이 벽체로 둘러싸인 

어둠(음)의 공간으로 (位)마다 각각 의자를 두고 궤독에

다 을 모시고 그 앞에 찬탁 하나를 설치한다.

성 의 좌우로는 동무와 서무가 있다. 동․서무는 10

철(哲)을 제외한 공자의 72제자를 비롯하여 국의 역  

인과 우리나라의 18명 (明賢) 등 112명의 패를 모신 

곳이다. 정면 11칸, 측면 1칸 반 규모로, 성 과 마찬가

지로 면에 퇴를 두고 후면에 방을 배치한 묘당 건축의 

특징이 보인다. 

성  경(左上)  공포(右上), 동무 경(左下)  내부(右下) 

(출처: 조선고 도보)

마당 동남측 모서리에 치한 묘정비각은 문묘의 연

을 기록한 비로 1칸 규모의 건물이다. 비각 내부에는 커다

란 거북등 에 비석이 있으며, 벽체는 홍살로 처리되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 다. 

그 밖에 문묘향사에 필요한 제기를 보 하는 제기고, 문

묘를 리하는 남종들이 거처하는 수복청, 제수용품을 장

만하고 비하는 사청, 석 제의 성생(省牲)․할생(割牲)

하는 포주가 서무의 서측 별도의 마당에 치한다.

문묘의 주요 제례인 석 제(釋奠祭)는 조선왕조 길례  

사(中祀)에 속하며, 매년 2월과 8월의 첫 정일(丁日)에 

거행한다. 조선시  국왕이 친행하는 석 일 경우 참여인

원이 200여명이 되었다고 한다. 차를 보면 신례, 폐

례, 헌례, 공악,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철변두, 

송신례, 망 례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때 성  월  아

래 마당 서쪽은 일무를 추는 무원들이 자리하고, 동쪽은 

헌 과 집사가 자리하며, 산삼문 안쪽은 헌가, 월   좌

우에는 등가가 자리한다. 여기서 헌가는 둔탁한 소리를 내

어 음을 상징하며, 등가는 맑은 소리를 내어 양을 상징하

여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문묘향사배열도(文廟享祀配列圖; 19세기, 성균 학교 박물  소장)

3. 유풍(儒風)의 진작 ‘성균 ’

성균 (문묘)의 강학공간은 심 마당을 기 으로 후면

에 명륜당이 남향하여 치하고, 좌우면에 동재와 서재가 

마주보고 치한다. 그리고 면으로는 담장 머로 제향

공간인 문묘가 있다. 명륜당은 성균 의 정당(正 )으로 

마당의 북측교육을 한 강당으로 사용하 다. 명륜당은 

정면에 월 를 두고, 뒤로 본당과 이에 연결된 좌우의 익

사(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향한다. 본당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좌우 익사는 각각 정면 3칸 반 측면 2칸이

다. 익사 양 퇴칸은 별도의 방으로 꾸몄으며 나머지 부분

은 마루로 구성되어 있다. 

성균  유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는 정면 20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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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 성균  학 본부  앙도서 으로 용된 

비천당(좌)과 명륜당 내부(우)

(출처: 성균 학교사, 1976)

면 1칸의 본채에 후로 반칸 퇴를 부가하 다. 퇴는 

마루를 달아 온돌방인 본채와 연결되어 있으며, 마당을 바

라보는 후퇴는 통로로 이용되도록 벽체 없이 개방되어 있

다. 이 게 건물의 좌향이 마당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역 내 행사와 련 있다. 성균  명륜당은 왕이 성 에

서 작헌한 후 강론하고 유생들의 학문을 시험하는 곳이기

도 하고, 왕세자가 입학의를 행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

서 마당으로 기거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이면 안되기 때문

이며, 이것은 지방향교와 다른 성균 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정조 때 윤기가 지은 반 잡 에는 동재와 서재의 

건축 내용  공간 이용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스물여덟 개의 방 마다 명칭이 있고 二十八房各有稱 

각방에는 친한 유생끼리 거처를 정했다. 房房儒士共儕朋 

어린 사람 더러는 공부터를 삼으려고 年或爲工夫地 

반  구석의 고요한 곳을 항상 차지하네.5) 僻靜泮村占得桓 

동서재 각 방에는 고향이나 색목이 같은 사람들끼리 기

거를 같이하 다. 원칙 으로는 4명에서 6명 정도가 한 방

에 기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시설이 열악하 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공부하기 좋은 반 의 집을 골라 

하숙도 하 으며, 계성사나 향 청, 일양재 등의 부속 건

물에 머물기도 하 다.6) 그 밖에 의료실의 역할을 하는 

약방도 있으며, 학생회장에 해당되는 직인 장의(掌議)는 

독방을 사용하 다. 

 

 

명륜당(左上), 동재(右上), 서재(左下), 진사식당(右下) 경 

(출처: 조선고 도보)

5) 윤기 , 이민홍 역, 조선조 성균 의 교원과 태학생의 생활상, 
성균 학교 출 부, 1999, 54쪽

6) 이민홍, ｢문묘의 석 제와 태학생의 반궁생활｣, 동한문학회, 

2004, 325쪽

강학공간의 부속 건물로는 경 들을 보 한 도서 인 

존경각이 명륜당의 동북쪽 언덕에 남향하고 있으며, 바로 

의 육일각은 군자가 갖추어야 할 육례(六禮) 의 하나

인 궁술[ ]을 익히기 한 활과 화살을 보 하던 곳으로 

1743년( 조 19) 사례를 행하고 이것을 기념하여 건립된 

건물이다. 동재의 동측에 치한 진사식당은 성균  유생

의 식당으로 사용한 건물로 ㅁ자 평면의 33칸 건물이다. 

4. 오늘날의 성균

일제강 기 이후의 성균 은 국학 교육의 학과정은 

면 단되었고, 종래의 문묘향사의 기능만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성균 의 교육 기능 회복을 염원하는 유림의 염원

으로 1930년 경학원에 명륜학원을 부설하게 되었다. 1942

년에는 명륜학원이 명륜 문학원으로 승격되기도 하 으

나 1943년 태평양 쟁으로 인하여 폐교되었다. 

해방 이후에는 1945년 미 군정청이 학교 이상의 학

교에 하여 문을 열게 하면서, 1946년 문교부로부터 성균

학교의 설립을 인가받게 된다. 당시 남아 있는 건물로

는 성 과 동‧서무, 명륜당, 동‧서재, 진사식당, 존경각, 

정록청, 양 고와 비천당 등이 있었다. 성균 학교에서

는 비천당을 심으로 임시시설을 마련하는 한편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착수하 다. 당시 비천당은 학장실과 사무

실로 사용하 고, 명륜당은 강당 겸 교실로 사용하 으며 

서재 내 13개의 방은 연구실로 사용하 다. 1954년에는 성

균 학교의 교내 확장에 따라 명륜당 밖 서북쪽에 치

하던 계성사가 헐렸으며, 강의실이 계속 부족한 상황에 처

하자 1955년부터는 동·서무를 강의실로 쓰고, 동·서재를 

각 학과의 연구실과 실험실로, 명륜당을 도서 으로, 그 

밖에 성균  부속건물을 당장 필요한 학의 부속 건물로 

사용하 다. 그러나 1963년 성균 의 리권을 문화재 리

국으로 이양하여 지 까지 지속 인 리를 하고 있다. 

성균 은 2009년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을 기반으로 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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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회복을 한 복원 정비를 순차 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비천당 마당 발굴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비천

당 주변 원지형을 회복하고 담장을 다시 짓는 공사를 진

행하 다. 그리고 근래 유교 문화를 향유한 국, 베트남

과 함께 성균 과 문묘, 베이징시의 국자감, 베트남의 국

자감 등 문화유산 공동 등재사업을 진행 에 있다. 성균

은 문묘 뿐만 아니라 문묘제례를 잘 보존하고 있기 때

문에 그 가치는 높다고 본다. 지난 5월 유교문화의 산실인 

주 소수소원 등 9개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는데, 왕실의 유교 유산인 성균  한 그 가치를 

잘 다듬으면 향후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보며 지속 인 

심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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