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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1)
  鄕校는 儒學思想에 바탕을 두고 설치 운 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에 유학적 사상체계를 

통치이념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국가  질

서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을 이끌어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 대전대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세경대 조교수

** 대전대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와 같이 유학적 사상체계를 통한 민중교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기하

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鄕校와 書院, 家廟 등

을 비롯한 의식행위를 위한 건축물들이 각지방에 

많이 건립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향교건축은 대표적인 유교건축으로

써 유교문화이념의 수용과 보급 그리고 관리의 

양성과 지역사회의 교화를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 

공간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鄕校는 지금까지도 우리민족의 정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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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의 문화창달, 지역주민의 교화에 지대한 

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유교문화 유산으로써 성인, 성현의 봉사

와 함께 유교교육의 실천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향교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실

정이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가 부분적 또는 지역적으로 

국한되어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객관성을 

갖도록 하고자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231개 향교건축물을 중심으로 지형에 의한 질서

체계를 파악하고 검증하여 향교건축에 내재되어 

있는 位階性을 밝혀 보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

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전국의 233개 鄕校 중 근래에 

건립된 동해(1995), 강양(1965)향교를 제외한 231

개(표.1) 鄕校를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 다.

표. 1. 지역별 연구대상 향교현황

지역 향교명 향교수 비고

경기
양천, 인천, 부평, 수원, 남양
외 25개소(성균관제외)

30 서울

강원
강릉, 원주, 춘천, 삼척, 홍천
 외 10개소(동해제외)

15

충남
천안 ,회덕, 진잠, 직산, 목천 

외 33개소
38 대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청풍, 청산

외 13개소
18

경남
동래, 진주, 통 , 언양, 기장 
외 24개소(강양제외)

29 부산

경북
대구, 칠곡, 현풍, 일, 경주 

외 38개소
43 대구

전남
광주, 여수, 돌산, 순천, 담양

외 24개소
29 광주

전북
전주, 옥구, 임피, 정읍, 고부

외 21개소
26

제주 제주, 정의, 대정 3

합계 - 231

  연구의 방법은 향교건축에 대한 位階性을 밝히

고자 유학과 鄕校에 관련된 각종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물조 에 적용된 질서체계를 분

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답

사 하여 실측 및 조사를 병행하여 종합분석을 하

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논술된 

논문 및 실측자료와 각종 관련자료를 함께 수집 

분석하 다.

2. 향교의 배경과 건물구성
  2.1 향교의 역사적 배경
  鄕校는 조선시대에 공자와 그 제자들을 봉사하

고 또 지방양반 자제들의 교육을 주로 담당하

던 곳으로 고려 인종 5년(1127)에 처음으로 鄕校

가 설립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그러나 선현의 향사기능과 함께 유학이념의 보

급을 위한 본격적인 설립은 숭유배불정책과 지방

교육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유학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한 많은 鄕校가 설립

되었다.

  특히, 조선 태조 7년에는 중앙에는 성균관을 지

방에는 하급관학으로 鄕校를 두었고, 태종 11년에

는 중앙의 鄕校라 할 수 있는 오부학당을 두었으

나 세조 27년에 북부학당을 폐지하여 동, 서, 남, 

중학의 사부학당 만이 남아 중앙의 양반자제를 

교육하 다.2)

  이와 같이 향교는 고려에서 시작하여 조선에 

계승된 지방 교육기관으로 현재에 전국 233곳에

서 유지운  되고 있다.

  2.2 향교의 건물구성
  향교는 일반적으로 文廟空間과 講學空間 그리고 

支援空間으로 크게 구성되고 있으며, 각 공간이나 

건물의 구성은 일반 관아건축이나 서원건축보다 그 

지역의 경계가 확실하고 位階的이다. 또한 건물의 

독립성이 대체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 경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文廟

空間에 유현을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大成殿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으로 東廡와 西廡를 각각 

두고 그 전면에 內三門을 놓고 있다.

  그리고 공자의 사상을 받들어 유생을 모아 강

습하는 講學空間에는 明倫堂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칭으로 東齋와 西齋를 각각 두고 그 전면에는 

外三門이나 樓閣을 배치하고 있다.

  그 외에 제향과 교육의 기능을 보조하는 제기

고, 전사청, 존경각 등의 지원건물들이 文廟와 講

學空間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전체적인 건물의 

位階를 적절히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다.

1) 『高麗史』, 仁宗五年三月 詔諸州立學 以廣敎導  

仁宗二十年二月 在外生度 各於界首官鄕校都會 라

는 기록에 의함

2) 이달훈외 1인, 「향교건축의 양식에 관한 연구3」, 충

북대, 호서문화연구소, 제3집, 1983.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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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이론 분석
  3.1 유교에 나타난 위계
  유교는 인륜의 질서를 중요시하고 개인을 그 

속에 포함시켜 사람이 도를 지키는데 있다고 하

여 윤리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조선조에는 충효를 중심으로 인륜을 내세

워 군신, 가족사이의 위계적 질서규범을 중요시하

고 그에 따른 교육을 강화하 다.

  따라서 부자사이의 친애, 군신사이의 의리, 부

부사이의 분별, 장유사이의 차서, 붕우사이의 신의 

등 오륜 그리고 주자가례와 같은 의식적 윤리규

범과 소학과 같은 행동강령을 기본원리로 하는 

인간관계의 위계질서를 강조하 다.3)

  이러한 유교의 원리는 예를 기반으로 민중교화

에 이바지하 으나 종적인 상하관계를 중심으로 

한 이념 때문에 서열과 권위에 대한 맹종을 가져 

왔다.

 이와 같이 계층 및 서열에 따라 예를 기본개념

으로 형성된 유교의 질서규범은 향교건축의 조

목적에 큰 향을 끼치고 있다.

  3.2 향교에 나타난 위계
  향교건축은 우리의 전통사상인 유교를 바탕으

로 확실하게 위계질서에 의하여 조 된 대표적인 

건축물이며, 유교가 지향하는 예를 기본으로 상하

의 개념을 표현된 건축물이다.

 공간의 구성에서는 진입과정으로부터 진입공간→

과정적공간→본공간(강학공간)→승화공간(제향공

간)의 순서로 位階性을 표현하 다.4) 그리고 支

援空間을 적당한 위치에 적절히 배치하 다.

  지형에 따른 位階의 구성을 보면 평지에 위치한 

향교는 공간의 배치를 일부 바꾸어(제향공간→강학

공간)배치하여 전상후하의 법칙으로 位階을 두었으

며, 경사지에 위치한 향교는 높낮이의 단차를 두어 

고상저하의 적용으로 位階를 표현하고있다.

  향교건축에 나타난 位階性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① 상하의 위계：수직적인 위계로 유교 예제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상하서열의 형식

3) 도용호,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교육건축의 공

간구성에 관한 연구」,청주대박사논문,1995. p.92

4) 한국전통건축연구회, 『한국전통건축』, 향교․서원건

축, 황토, 1977. p.276

  ② 전상후하의 위계：동등한 위치에서 앞이 뒤

보다 위계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형식

  ③ 고상저하의 위계：높낮이의 단 차이를 이용

하여 높은 곳이 낮은 곳 보다 위계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형식

  ④ 우상좌하의 위계：우측이 좌측보다 위계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상하의 질서와 음택풍수의 

우남좌여에 따른 위계 형식

  ⑤ 좌상우하의 위계：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다

라는 양택풍수에 의한 위계 형식

  ⑥ 선상후하의 위계：시간차에 따른 위계로서 

상위의 것을 먼저 진행하고 하위의 것을 나중

에 진행하는 형식

  ⑦ 대상소하의 위계：큰 것이 상위이고 작은 

것은 하위임을 나타내는 형식

  ⑧ 공간구획의 위계：공간의 용도와 기능의 위

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장으로 공간을 구획

하는 것

  ⑨ 공간구성의 위계：향교건축의 공간구성을 

위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는 것

  ⑩ 건축조 의 위계：건축물간의 위계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건물을 위계적으로 조 하는 것

  ⑪ 시각상의 위계：시각상 상위의 것이 하위의 

것 보다 위에 있고, 시야가 확보되는 것

  ⑫ 축에 의한 위계：강한 중심성과 권위를 표

현하기 위하여 축을 사용

  ⑬ 건물명칭에 의한 위계5)：향교건축물의 명칭

은 공간의 성격과 기능을 의미하는 한자로 표

현하여 위계를 형성하는 것

4. 건물배치의 위계성 고찰
  4.1 지형에 따른 배치의 위계구성
  배치에서의 위계질서는 단순하게 나타난 현상

이 아니라 엄격한 우리의 유교이념과 풍수사상의 

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형의 형상에 따라서 건물의 배치

유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유교

사상에 의한 상하관계, 고상저하, 우상좌하라는 법

칙의 적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음택풍수의 우남좌

여, 양택풍수의 좌상우하라는 상하의 법칙과도 맥

락을 같이 한다고 풀이할 수 있다.

5) 주3), 상게서, p.56



조원섭․이달훈

38  韓國敎育施設學會誌 第10卷 第5號 通卷 第40號 2003年 9月

  그 외에 향교의 설립주체와 설립특성, 사용자의 

건축적 사고, 향교의 변천과정 등이 배치 位階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형에 따른 배치위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배치의 위계질서는 유교에 의한 상하의 관

계에서 출발하 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공자를 

모시고 있는 文廟(大成殿)가 유생들이 교육을 받

는 講學(明倫堂)보다 상위에 있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평지의 지형에 배치되고 있는 성균관과 나주

향교 등에서 보여지고 있는 前廟後學의 배치에서 

전상후하라는 상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찾

아 볼 수 있다.

  3) 경사지의 지형에서 나타나고 있는 前學後廟

의 배치에서 유교사상의 시각적인 상하개념인 높

고 낮음에 의한 지형의 고저에 따른 고상저하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그 밖에 변칙적인 유형으로 左學右廟와 左

廟右學이 나타나고 있다.

  5) 左學右廟의 경우 우측이 높고 좌측이 낮은 

우상좌하라는 상하의 법칙에 따라서 배치되고 있

음을 볼 수 있으며, 음택풍수의 우남좌여의 법칙

과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6) 左廟右學의 경우는 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

은 좌상우하라는 양택풍수로 해석할 수 있다.

  7) 이와 같은 변칙적인 유형의 또 다른 이유로

는 대지조건의 한계 등으로도 볼 수 있다.

  4.2 배치형식에 따른 위계구성
  향교건축에서 나타나는 배치의 구성요소인 외

부공간은 제향과 강학기능에 의하여 크게 두 공

간으로 구획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뉘어진 공간은 입지환경에 따른 고상

저하 형식의 위계적 질서와 유학적 체계의 전상

후하, 우상좌하의 형식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位階

를 구성하며 표현되는가에 따라서 前廟後學, 前學

後廟, 左廟右學, 左學右廟의 배치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향교가 들어서는 지형에 따

라서 대체적으로 배치형식이 결정되고 거기에 건

축물이 位階를 두고 놓이게 된다.

  실예로 전국에 있는 前廟後學의 경우에서는 평

지가 7개소 경사지가 1개소로 나타났고, 前學後廟

에서는 평지와 완경사가 27개소, 경사지와 급경사

가 162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형적 요소는 배치체계를 결정짓는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내면에는 유교

적 位階性이 사상적 근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즉, 경사지형에 입지한 향교는 상하의 위계적 

질서로 나타난 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이 조 의 규

범이 되고 있고, 반대로 평지에 들어선 향교는 시

기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前廟後學

이라는 배치형식이 또 하나의 배치전형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6)

  그밖에 여러 가지 경제, 지형적 조건 등에 의하

여 位階性을 두고 左廟右學과 左學右廟가 나타

나고 있다.

  배치형식에 따른 사례(도면.1)와 세부 배치기법

은 다음과 같다.

도면 1. 전학후묘 배치 사례(청풍향교)

   1) 前廟後學

  향교의 배치수법으로 보아 앞쪽에 大成殿이 위

치한 문묘구역이 들어서고 그 뒤쪽으로 明倫堂이 

위치한 강학구역이 놓이는 형태를 말한다.

 건물은 외삼문과 大成殿 그리고 내삼문과 明倫

堂이 차례로 일축선상에 놓이고, 동서무와 동서재

는 大成殿과 明倫堂 전면에 각각 대칭으로 위치

하게 된다.

  이런 구성은 전후개념의 位階的 표현으로 동등

한 위치인 평지에서는 유교적, 건축적인 位階性의 

표현을 앞이 뒤보다 位階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전상후하의 위계질서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차에 따른 位階의 적용으로서 상위

의(大成殿) 것을 먼저 진행하고 하위의(明倫堂) 

것을 나중에 진행하는 전상후하의 위계질서를 이

끌어내고 있고, 그 밖에 건물의 크기와 규모 등에 

따른 대상소하의 位階性을 두고 표현되는 것을 

6) 김지민, 「향교건축의 조 규범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2.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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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前廟後學은 앞과 먼저 것이 상위라

는 개념의 질서체계가 시각상 표현된 것으로 位

階가 높은 제향공간을 전면에 놓고 位階가 낮은 

講學空間을 후면에 배치하는 것으로 유학적인 예

의 개념이 배치의 형태에 그대로 조 되어 표현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前廟後學 형식의 공간구성은 유학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예의 질서

규범을 바탕으로 전상후하의 개념이 적용되어 전

면에 제향공간을 그리고 후면에 講學空間을 각각 

놓은 位階的 배치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7)

  이러한 배치형식의 실예는 나주향교에서 보듯

이 전후개념의 位階的 표현인 전상후하의 형식에 

따라서 전면의 경의 공간에 大成殿을 설치하고, 

그 후면에 스승이 기거하며 강론이 이루어지는 

明倫堂을 놓아 유교적 예의 질서규범에 의한 전

상후하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2에서 보듯이 이러한 前廟後學의 배치

는 전국적으로 서울성균관을 제외하고 8개소에서 

나타나고있다. 즉, 경주, 경산(분리형), 나주, 함평, 

광, 전주, 정읍, 의성(분리형)향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2. 前廟後學의 지형별 배치현황

구분 향교명 향교수
비율
(％)

평지
경주, 경산(분리형), 나주, 함평, 

광, 전주, 정읍(성균관)
7(1) 88

경사지 의성(분리형) 1 12

  대체로 前廟後學의 평지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유교질서에 의한 전상후하의 개념에 따른 

位階性이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평지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청산, 언

양, 장수향교 등의 前學後廟의 배치는 유교적 질서

에 의한 전상후하의 개념보다는 건물의 규모, 양식, 

구성요소의 높낮이 등이 대상소하의 개념이 질서

규범에 내재된 位階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前學後廟

  향교의 배치상 明倫堂이 위치한 강학구역이 앞

쪽에 위치하고 그 뒤쪽으로 大成殿이 위치한 문

7) 김남응, 「조선시대 서원건축의 배치와 외부공간 특성

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논문, 1979, p.32

묘구역이 배치되는 형태로써 우리 나라 향교의 

대부분이 이 배치법을 따르고 있다.

  건물은 외삼문과 明倫堂 그리고 내삼문과 大成

殿이 차례로 일축선상에 놓이고, 동서재와 동서무

는 明倫堂과 大成殿 전면에 각각 대칭으로 위치

하게된다.

  공간내에서는 동서재의 위치에 따라서 전학후

재형과 전재후학형으로 분류되는데, 그 기준은 明

倫堂을 중심으로 양재가 앞면에 놓이게 되면 전

재후학이 되고 뒷면에 놓이게 되면 전학후재가 

된다.

  이 형식 중 전재후학형이 일반적이라 배치수법

이라 할 수 있으며, 전학후재형은 특수여건 및 지

형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구성은 상하개념의 位階的인 표현으로 

경사지에서 지형적인 位階의 표현을 수직적인 유

교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상하서열의 상하형식

과 높낮이의 단 차이를 이용하여 높은 곳이 낮은 

곳 보다 位階가 상위임을 나타내는 고상저하의 

형식이 적용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는 유교의 기본이념과 경의공간을 높은 곳에 

위치시키려는 성리학의 경천성이 복합적 기본개념

으로 표현된 것이다.

  즉, 位階가 낮은 講學空間이 지형상 낮은 전면

에 배치되고 位階가 높은 제향공간이 지형상 높

은 곳의 후면에 배치함으로써 질서체계에 의한 

位階的 표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은 경사지나 구릉지에서는 지형

적인 향에 의해 전상후하보다 고상저하의 형식

에 의한 位階에 따라서 유학적 예의 질서규범이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경사지에 조 된 대부분의 향교건

축은 前學後廟형식을 취하고 있어 지형적인 향

에 의해 고상저하의 배치규범이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듯이 明倫堂이 大成殿의 앞에 

낮은 지형에 놓이는 前學後廟의 배치는 전국 231

개소의 향교 중 189개소(82％)의 향교에서 나타나

고 있다.

  지형은 청산, 장수향교 등의 27개소(15％)에서 

극히 일부만이 평지와 완경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에 양천, 청주향교 등의 162개소(85％)에서

는 경사지와 급경사지에 분포되어 있다.

 이는 유교적 질서인 예의 체계에 맞추어 고상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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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형식이 질서규범에 적용되어 나타나는 位階

의 배치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前學後廟의 지형별 배치현황

구분 향교명 향교수
비율
(％)

평지
경광주, 청산, 통 , 언양, 거제, 안의, 

낙안, 금구, 장수 9 5

완
경사지

수원,  평택,  가평, 월,  남포, 홍주, 
창원, 현풍, 신령, 진보, 순천, 남평, 
해남, 지도, 옥구, 함열, 진안, 용담, 

18 10

경사지

양천, 인천, 부평, 교동, 진위, 파주, 
시흥, 교하, 적성, 양지, 양주, 여주, 
용인, 연천, 포천, 양근, 죽산, 양성, 
김포, 지평, 안성, 통진, 강릉, 원주, 
춘천, 삼척, 홍천, 횡성, 양양, 정선, 
화천, 양구, 간성, 인제, 천안, 회덕, 
진잠, 직산, 목천, 아산, 온양, 신창, 
공주, 보령, 오천, 노성, 연산, 진산, 
은진, 금산, 서산, 해미, 연기, 전의, 
부여, 홍산, 서천, 임천, 석성, 청양, 
비인, 한산, 대흥, 덕산, 정산, 결성, 
예산, 태안, 당진, 면천, 충주, 제천, 
청풍, 옥천, 문의, 보은, 회인, 괴산, 
동, 황간, 청안, 음성, 연풍, 울산, 
함안, 칠원, 김해, 산, 고성, 남해, 
단성, 창녕, 삼가, 초계, 일, 김산, 
개령, 흥해, 주, 순흥, 지례, 안동, 
인동, 선산, 상주, 함창, 문경, 천, 
하양, 자인, 군위, 양, 덕, 해, 
고령, 봉화, 울진, 평해, 예천, 용궁, 
전광주, 담양, 창평Z, 곡성, 옥과, 동복, 
구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무안, 
화순, 능주, 장성, 완도, 진도, 임피, 
고부, 태인, 남원, 여산, 운봉, 김제, 
만경, 고산, 임실, 순창, 고창, 무장, 

흥덕, 무주, 대정

153 80

급
경사지

고양, 이천, 청주, 기장, 의령, 양산, 
산청, 함양, 여수

9 5

  3) 左廟右學․左學右廟

  前學後廟의 배치법에서 파생된 형식으로 등진 방

위에서 정면을 바라보고 지형적으로 가장 높은 위

치에 놓인 大成殿을 중심으로 明倫堂이 좌우 어느 

쪽에 배치되는가에 따라서 형식이 결정되게 된다.

  즉, 우측에 明倫堂이 위치하면 左廟右學이 되

는 것이고,  그와 반대로 배치되면 左學右廟 형식

이 된다.

  이러한 배치는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

나 전체향교의 15％에 불과해 수적으로 그리 많

은 것은 아니다.

  이들의 구성은 역적 그리고 시각적으로 상위

의 두 형식에 비교해 유교적 位階性은 떨어지는 

표현으로 우측이 좌측보다 位階가 상위임을 나타

내는 유교체계의 우상좌하의 질서와 음택풍수의 

우남좌여에 따른 위계체계는 左學右廟의 형식에 

적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다라는 양택풍수

에 의한 좌상우하의 위계체계는 左廟右學의 이루

는 기본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의 요인으로 지형적인 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부지의 종축 길이가 짧아서 동

일 축선상에 大成殿과 明倫堂을 배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충

분한 부지면적은 가지고는 있으나 거의 평지에 

가까운 경우에도 位階的 구성을 위한 해결 방법

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位階性을 확보하기 위

한 방법으로 배치에서 2개의 축선을 두어 기능적

으로 독립된 공간을 구성하고 유교질서의 근본인 

예의 기본원리에 맞추어 位階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배치형식은 좌우의 

위계와 지형적인 고상저하와 전상후하가 복합적으

로 적용되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 예로 진천,  단양,  암,  광양,  양,  돌산

향교에서 보듯이 지형적인 位階에 의해 후면의 

높은 곳에 제향공간의 大成殿을 놓고,  전면의 낮

은 위치에 講學空間의 明倫堂을 배치시켜 있다.  

 이는 유교적 예의 질서규범을 최대한 적용시켜 

지형적 높낮이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位階的으로 

조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이러한 배치는 전국 231개소

의 향교 중 34개소의 향교에서 나타나고 있다.

표 4. 左廟右學,  左學右廟의 지형별 배치현황

구분 향교명 향교수
비율
(％)

左廟
右學

평지 춘, 돌산, 정의 3 21

완
경사지

칠곡 1 7

경사지
강화, 단양, 동래, 사천, 
곤양, 예안, 의흥, 비안, 

성주, 제주
10 72

左學
右廟

평지
합천, 장기, 풍기, 청송, 

청도, 암
6 30

완
경사지

거창, 1 5

경사지
남양, 평창, 철원, 진천, 
양, 대구, 청하, 광양, 
익산, 용안, 부안

11 55

급
경사지

진주, 하동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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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에서 춘, 강화향교 등 14개소에서 左廟

右學이 나타나고, 합천, 거창, 남양향교 등 20개소

에서 左學右廟의 배치수법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측이 좌측보다 位階가 상위임을 나타내

는 유교체계의 우상좌하와 음택풍수의 우남좌여에 

따라 位階가 다소 앞서는 左學右廟가 많이 분포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좌측이 높고 우측이 낮다라는 양택풍수

의 좌상우하가 적용된 左廟右學은 다소 적게 분

포되고 있는데,  이는 左學右廟보다 位階가 다소 

떨어지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左學右廟가 유교적 位階가 다소 앞서는 형

식이라고 할 수 있다.8)

  4.3 배치 축에 따른 위계구성
  향교건축의 배치에서는 축을 사용하여 권위를 

상징하게 하 고,  되도록 좌우 대칭을 이루도록 

구성하고 있다.

  부득이 축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비대칭 

축을 이용하여 권위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축의요소는 전체를 남북 방향으로 연결

하는 단일축은 강한 중심성과 절대적인 우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축을 기준으로 대칭적 요소를 

부가하면 균형과 안정감을 한층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경사지에서 지면의 고저차를 이용한 단

일축 구성은 강한 중심성과 位階性을 한층 높이

고 있다.

  향교에서 축구성의 적용은 진입공간에 홍살문

→문루나 외삼문→강학공간에 대칭요소의 동서양

재와 중심성을 갖는 명륜당→제향공간에 대칭요

소의 동서양무와 중심성을 갖는 大成殿을 반복 

구성하여 축에 의한 位階性을 높이고 있다.

  즉, 향교건축의 배치에서 축을 중심으로 낮은 

지형에서부터 진입공간과 과정적공간을 놓고, 그 

다음에 講學空間과 제일 높은 곳에 제향공간을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최고의 사상성을 지닌 位階

를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축의 성질을 이용하여 제향기능을 

가진 문묘구역과 교육기능을 가진 강학구역을 중

심으로 내외삼문 그리고 양무와 양재로 각각 구

성되게 된다.

  이렇게 구성된 건물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8) 향교배치 현황과 특성을 박왕희, 『한국의 향교건축』,  

문화재관리국, 1998자료를 일부 활용하 음.

위치하므로 전체배치 형식에 통일성과 질서를 부

여한 位階的 조 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또 우리 나라의 지형은 대부분 경사지나 구릉

지가 많은 지리적 특성상 지형의 변화가 많이 나

타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배치 축이 직선형이나 완전 대칭

형은 많지 않으며,  대체적으로 개념상 직선이나 

대칭을 추구하면서 지형에 따라 다양한 축의 변

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축의 형식에 따른 사례(도면 2)와 세부

기법은 다음과 같다.

도면 2. 일축선형 위계구성 사례(인천향교)
 

  1) 일축선형

  大成殿과 明倫堂 건물의 중심으로 축선이 지나

는 형태로 대부분의 향교가 이 배치형식을 취하

고 있다. 이 형식은 강한 중심성과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다.

  2) 절축선형

  大成殿을 중심으로 明倫堂이 좌측 또는 우측으

로 벗어나거나 틀어지게 배치되어 꺾이거나 절곡 

되어서 축선이 지나는 형태로 교동, 양지, 남포, 

보은, 칠원, 봉화, 무주, 지도 등의 24개 향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배치는 文廟空間의 기능과 位階性을 한층 

강화하는 의미가 있겠으나 향교의 기본배치가 어

려운 지형일 때의 수법으로 볼 수 있다.

  3) 직교축선형

  大成殿의 중심축과 明倫堂의 중심축이 직각을 

이루며 직교하는 형태로 평창,  진천,  단양향교

에서 보이고 있다.

  이 배치 또한 향교의 기본배치가 어려운 지형

일 때의 수법으로 볼 수 있으며,  전형적인 축의 

개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병렬축선형

  大成殿의 중심축과 明倫堂의 중심축이 평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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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며 위치하는 형태로 경산, 남양, 철원, 강화 

춘 등의 33개소 향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조건하에서 나타나는 배치축

의 형식과 현황은 표.5와 같다.

표 5. 축 구성에 의한 배치현황

구분 향교명 향교수
비율
(％)

前廟
後學

일축선
경주, 나주, 함평, 광, 전주, 

정읍, (성균관)
6(1) 3

병렬축 경산(분리형), 의성(분리형) 2 1

前學

後廟

일축선

양천, 인천, 부평, 수원, 진위, 
경광주, 파주, 평택, 고양, 교하, 
적성, 양주, 여주, 용인, 연천, 
포천, 양근, 죽산, 양성, 김포, 
지평, 안성, 통진, 강릉, 원주, 
춘천, 삼척, 홍천, 횡성, 양양, 
월, 정선, 화천, 양구, 간성, 
인제, 천안, 회덕, 진잠, 직산, 
목천, 온양, 신창, 공주, 보령, 
오천, 노성, 연산, 진산, 은진, 
서산, 해미, 연기, 전의, 부여, 
홍산, 서천, 임천, 석성, 청양, 
비인, 한산, 대흥, 덕산, 정산, 
홍주, 결성, 예산, 태안, 당진, 
면천, 청주, 충주, 제천, 청풍, 
청산, 옥천, 문의, 회인, 괴산, 
동, 황간, 청안, 음성, 연풍, 
통 , 기장, 울산, 창원, 의령, 
김해, 거제, 양산, 산, 고성, 
남해, 단성, 창녕, 삼가, 초계, 
함양, 안의, 현풍, 일, 김산, 
흥해, 주, 순흥, 안동, 인동, 
선산, 상주, 문경, 천, 신령, 
하양, 자인, 군위, 진보, 양, 
덕, 해, 고렬, 평해, 예천, 
용궁, 광주, 여수, 순청, 담양, 
창평, 곡성, 옥과, 동복, 구례, 
고흥, 보성, 낙안, 남평, 강진, 
해남, 무안, 화순, 능주, 장성, 
진도, 옥구, 임피, 태인, 남원, 
함열, 여산, 김제, 금구, 만경, 
고산,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무장, 흥덕, 진안, 용담, 대정

165 71

절축선

교동, 시흥, 양지, 이천, 가평, 
아산, 남포, 금산, 보은, 언양, 
함안, 칠원, 산청, 개령, 지례, 
함창, 봉화, 울진, 장흥, 완도, 
지도, 고부, 운봉, 무주

24 10

左學

右廟

병렬축

남양, 철원, 진주, 양, 하동, 
거창, 합천, 대구, 청하, 장기, 
풍기, 청송, 청도, 광양, 암, 

익산, 용안, 부안

18 8

직교축 평창, 진천 2 1

左廟

右學

병렬축

강화, 춘, 동래, 사천, 곤양, 
칠곡, 예안, 의흥, 비안, 성주, 

돌산, 제주, 정의
13 5.5

직교축 단양 1 0.5

  표 5에서 보듯이 배치축 형식은 전국 231개소

의 향교 중 일축선형 171개소(74％), 절축선형 24

개소(10％), 직교축선형 3개소(1.5％), 병렬축선형 

33개소(14.5％)로 분포되어 있어, 일축선형이 축 

구성의 일반적인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배치에 축을 사용하여 구성함으로써 향교

에서 요구되는 엄숙함과 권위를 표현하고, 강한 

중심성과 절대적 우위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경사지에서 지면의 고저차를 이용한 축 구

성은 강한 중심성과 位階性을 높이고 있으며,  축

을 중심으로 낮은 지형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공간

을 배치하여 최고의 사상성을 지닌 位階를 표현

하고 있다.

  즉, 축에 의한 건물들의 구성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위치하므로 전체배치 형식에 통일성과 질

서를 부여한 位階的 조 을 이루게 된다.

5. 결 론
  이상과 같이 지형에 의한 배치의 위계질서는 

단순하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엄격한 유교이념

과 풍수사상의 조합에 의하여 표현되고 있으며,  

배치에 내재된 位階性을 고찰한 결과 아래와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지형에 따른 배치의 위계구성

  배치의 위계질서는 전통적인 유교에 의한 상하

의 관계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지형에 따라서 배

치유형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형

의 특성에 의한 전상후하 또는 고상저하의 법칙

과 유교사상에 의한 우상좌하, 음택풍수의 우남여

좌,  양택풍수의 좌상우하의 법칙이 적용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2) 배치형식에 따른 위계구성

  유교사상이나 지형에 따라서 배치형식이 결정

된 후 그 내부에 건축물이 位階를 두고 놓이게 

되는데, 형식별 위계구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前廟後學 형식

  평지에서 大成殿과 明倫堂을 일축선상에 두고 

양무나 양재를 전면 좌우에 대칭되게 배치하여 

位階를 한층 강조하고 있는 형식인데, 이는 건축

적인 位階를 나타내는 전상후하의 位階와 유교사

상에서 앞과 먼저 것이 상위라는 유교적 질서에 

의한 구성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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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후면의 講學空間 출입은 문묘구역 외곽으

로 우회하거나 講學空間의 측면을 이용하고 있으

며, 누각은 文廟에 인접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법이다.

  (2) 前學後廟 형식

  경사지에서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明倫堂과 大成殿을 차례로 일축선상에 두

고 양재와 양무를 구역의 전면에 대칭으로 배치

시켜 位階를 형성하고 있는 형식인데, 이는 수직

적인 유교의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 상하서열의 

고상저하에 의한 位階的 구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양재의 위치에 따라서 전학후재형과 전재

후학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중 전재후학형이 

位階가 앞선 것으로 볼 수 있다.

  (3) 左廟右學․左學右廟 형식

  明倫堂과 大成殿을 일축선상에 배치시키지 않

고 횡축선상에 배치시키고 있는 형식으로 일반적

으로 문묘구역을 강학구역보다 후면에 배치시키고 

있는데, 位階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의 축선을 

두어 독립된 位階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前廟後學

이나 前學後廟에 비해 位階性이 뚜렷하게 나타나

지 않고 있다.

  3) 배치 축에 따른 위계구성

  배치 축을 중심으로 진입공간→과정적공간→강

학공간→제향공간으로 순차적으로 배치하여 유교

적인 位階를 표현하고 있는데, 평지에서의 단일축

은 중심성과 절대적 우위를 나타내는 축으로 균

형과 안정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경사지에서

의 고저차를 이용한 단일축은 중심성과 함께 시

각적인 位階性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지형에 의한 배치는 향교에 내재되

어 있는 위계질서에 의한 결과이며, 신성함과 엄

숙함 그리고 유교교육의 실천장소 등에서 질서체

계를 이끌어 내어 位階的으로 건물을 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 지형에 따른 배치형식은 향교건

축이 유학적 바탕 위에 질서를 두고 位階的으로 

조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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