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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향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교는 지극히 규범 이고 

의식 인 사상으로서 당시 유림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질

서와 품 를 유지하기 한 사상  배경이 향교건축의 공

간구성 원리에 내재되어 있었을 것이다.

향교는 시 별로 제향(祭享)과 강학(講學)기능  어떠

한 기능을 주로 하 느냐에 따라 배치형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즉 건립 기의 향교건축은 유교이념의 보 과 실

천을 해 문묘(文廟)가 존재했지만 이후에는 제향기능을 

해 향교의 시설을 필요로 하면서 공간구성에 많은 변화

를 갖게 되었다.

조선 기에는 유학사상을 통치이념화하면서 묘후학

(前廟後學), 학후묘(前學後廟) 등 정형 인 향교건축의 

배치형식이 이루어진 듯하며, 기에는 유학  소양을 갖

춘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서 학보다는 사학인 서원

(書院) 주로 학맥(學脈)을 형성함으로써 학교육이 쇠퇴

하는 경향을 보 고 붕당정치가 개되면서 선 (先賢), 

선사(先師)를 문묘에 사(奉祀)하는 등 서원(書院)과 유

사한 배치형식이 이루어졌다.

강원도에는 재 16개의 향교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서

지역에 치한 향교는 춘천, 원주, 홍천, 횡성, 정선, 월, 

평창, 철원, 양구, 화천, 인제향교로 11개이다.

조사 상 향교는 조선시  강원도 군 체계인 3개 권역

가운데 원주목/춘천도호부에 속해있는 원주, 춘천, 정선, 

월, 평창, 인제, 횡성, 훙천향교를 심으로 조사하 다. 

따라서 강원도 서지방의 향교건축에 한 공간구성의 

련요소를 조사하여 강원도 서지방의 향교건축이 갖는 

지역  공간구성의 특성을 밝  보고자 한다.

2. 강원 서지방 향교건축의 건립 연

조선시 의 강원도 군 체계에서 강원도는 크게 3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재의 서지방을 주로 원주목, 춘천

도호부 산하에 정선군, 월군, 평창군, 인제군, 횡성 , 홍

천 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원주향교의 창건은 고려 말이라고 하고 있으나 고증

할 문헌자료는 없다. 조선 세종 4년(1422)에 건하 고,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을 1603년에 성 , 1609년에 명륜

당을 각각 수(重修)하 다.

춘천향교의 창건 연 는 고증할 만한 문헌이 남아 있지

않지만 조선 태조 7년(1398)에 창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

으며, 유몽인의 어간집에 기록된 상량문을 보면 종 15년

(1520)에 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정선향교는 종 5년(1110)에 창건되었으며, 선조 38년

(1605)에 홍수로 유실되자 석교양구에 모옥수간을 건립하

고 폐를 안하고 후학을 배출하 다. 해군 3년(1611)

에 삼 산 아래 이 하 다가 종 2년(1661)에 산의 서쪽

으로 다시 이 하 다. 숙종 8년(1682)에 건하 고, 조

8년(1732)에 비로소 재 치로 이 하여 건물들을 완성

시켰다가 그 후 수차례 수를 거쳐 지 에 이르고 있다.

월향교는 조선 태조 7년(1398)에 창건하 으며, 선조

때 개축  수, 창을 하 다. 이어 해군 9년(1617)에 

개조하 고, 숙종 3년과 정조 19년에 각각 수를 한 후 

순조 25년(1825)에 수된 건물로 그 뒤 재건과 수, 해

체 복원을 거쳐 지 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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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향교는 조선 태조 원년(1392)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

한다. 그 후 조 5년(1729)에 수를 하 고, 1950년 6·25

쟁으로 괴, 소실된 것을 연차 으로 수, 보수하여 

재에 이르고 있다.

인제향교는 해군 2년(1610)에 창건되었다고 추정한다. 

당시 인제군 상동리에 치하 으나 1930년 수해로  

치로 옮겼다. 6·25 쟁으로 성 을 제외하고 부분 소

실되자 1958년 성 을 보수하고, 명륜당과 동·서재를 신

축하여 지 에 이르고 있다.

횡성향교는 조선 태조 때(1398)에 창건하 다는 사 고

증이 된다는 기록이 1979년 발간된 횡성향교지에 기록되

어 있으나, 그 고증의 실제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1398년 

창건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뒤 여기 기 이 하다가 

200년 에 북천에서 재 치로 옮겨왔다고 향교지에 

기록되어 있다.

3. 상향교의 배치유형과 평면특성

3.1 대상향교의 배치유형

조선시  군 체계에서 원주는 목(牧)에 해당하는 지역

으로 원주향교는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3단으로 정지한 

후 남향으로 그 첫 단에 외삼문과 동재와 서재를 두고, 낮

게 축조된 둘째 단에서의 심에는 명륜당을 배치하고 있

다. 그 다음 셋째 단에는 내삼문과 동무·서무를 칭으로 

치시키고, 그 심에 양무와 첩하여 성 을 배치하

고 주 건물들이 일축선형을 이루는 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형식을 취하고 있다.

강학공간의 건물배치 유형은 재후당(前齋後 )형으로 

명륜당이 후면에 치하고 동·서재가 그 면에 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조선시  군 체계에서 평창은 군(郡)에 해당하는 지역

으로 평창향교는 높은 경사진 지형을 이용하여 2단으로 

정지한 후 남향으로 그 첫째 단에 외삼문의 기능을 겸비

한 풍화루(風化樓)를 두고, 그 후면에 동재·서재를 설치하

지 않고 좌측으로 담장에 면하여 장의실과 리사를 배치

하고 있다. 그리고 심축에서 벗어나 우측 담장에 면하여 

성 과 직각방향으로 직교축을 이루며 명륜당이 배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둘째 단에는 내삼문과 동무·서무를 

칭으로 설치하고, 그 심에 성 을 배치하는 좌묘우

학(左廟右學)의 배치형식을 겸하고 있다.

조사 상 향교의 배치유형은 부분 학후묘의 배치형

식을 취하고 있으나 평창향교는 제향과 강학공간의 구성

을 지형이 갖는 고상 하의 계와 좌상우하의 배치개념

에 따라 일반  배치형태인 학후묘의 배치형식에 좌묘

우학의 개념이 혼합되어진 독특한 배치유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참조).

그림 1. 원주향교의 배치도

그림 2. 평창향교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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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상향교의 평면구성

향교건축은 주로 기능상의 요구에 의하여 평면형식이 

결정되어지며 성 의 경우 신성하고 엄숙한 참례의 공

간으로 그 기능에 맞도록 평면형식이 계획되었는데 참배

를 한 공간의 설치유무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 평면으

로 나 어진다. 명륜당의 경우 유교를 실천하고 배우는 실

용  공간으로서 그 기능에 맞도록 온돌방과 우물마루의 

청으로 구성되어진다.

이 게 구성되는 평면은 용도와 기능에 의해 형식과 규

모, 칸수와 퇴칸의 유무 등이 평면의 구성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문묘공간의 평면구성

성 은 퇴칸이 있는 개방형과 퇴칸이 없는 폐쇄형으

로 평면이 구분되는데 조사 상 향교는 부 퇴칸이 있는 

개방형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규모는 정면 5칸×측면 3칸이 3개소(춘천, 월, 횡성)이고,

정면 3칸×측면 3칸이 4개소(원주, 정선, 인제, 홍천), 정면 

3칸×측면 2칸이 1개소(평창)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그림 3. 평창향교의 성

건축 인 측면에서 성  규모는 성균 (成均館)이 정

면 5칸×측면 4칸으로 향교의 성  규모를 최  정면 5

칸×측면 4칸으로 제한하 으며, 일반 으로 성 은 정

면 3칸형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비추어볼 때 조사 상 향교의 성 은 

규모면에서 일반 인 향교의 성 보다 규모가 다소 크

게 나타났다.

동·서무 평면은 조사 상 향교 가운데 퇴칸이 있는 개

방형 평면은 1개소(정선)이고, 퇴칸이 없는 폐쇄형 평면은 

4개소(원주, 춘천, 월, 평창)이다. 한 나머지 인제, 횡

성, 홍천향교는 문묘공간에 동·서무가 없이 성 만으로 

공간이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정선향교의 배치 평면도

동·서무 평면의 공간규모는 정면 7칸×측면 1칸이 1개소

(원주), 정면 3칸×측면 1칸이 2개소(춘천, 월), 정면 2칸

×측면 1칸이 1개소(평창)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원주향교 문묘공간의 경우 다른 향교에 비해 동·

서무의 규모에서 정면 칸수가 성 (3칸×3칸)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지만 면 규모는 동·서무가 22평(坪), 성

은 26평(坪)으로 성 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성

과 다르게 동·서무는 공자의 제자와 우리나라의 선 (先

賢) 등을 사(奉祀)하는 규모 즉, 설 (設位)에 따라서 공

간규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림 5. 원주향교의 문묘공간

2) 강학공간의 평면구성

강학공간은 공자의 교학사상을 교육하기 해 마련된 

역으로 명륜당을 심으로 동재와 서재로 구역을 구성

하는데, 앙으로 명륜당을 배치하고 그 면의 좌우측에 

보통 동재, 서재를 둔다.

상향교의 명륜당 평면은 체 8개 향교 가운데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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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춘천향교의 명륜당

그림 7. 횡성향교의 평면 배치도 그림 8. 횡성향교의 형(樓形) 명륜당

형이 3개소(평창, 횡성, 홍천), 방+마루+방형이 4개소(원주, 

춘천, 정선, 월), 방+마루형이 1개소(인제)로 나타났다.

명륜당의 공간규모는 정면 7칸×측면 2칸이 1개소(춘천), 

정면 5칸×측면 2칸이 4개소(원주, 정선, 월, 횡성), 정면 

4칸×측면 2칸이 1개소(평창), 정면 3칸×측면 2칸이 2개소

(인제, 홍천)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명륜당 평면은 마루의 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된 방과 

마루가 조합된 형이 일반 인 형식이며, 부분 공간규모

는 정면 5칸이 일반 인 형식이라고 볼 때 서지방 향교

의 명륜당 규모 가운데 춘천향교는 정면 7칸으로 일반

인 규모의 형식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는데 이 게 된 것

은 좌우 퇴칸에 마루를 설치하여 생겨난 독특한 평면유

형이다(그림 6 참조).

동·서재는 교생들의 숙식과 학문연마를 하던 곳으로 

개 명륜당 면에 칭으로 2동이 건립되었다. 동·서재 평

면은 마루의 유무에 따라 2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어지는

데 조사 상 향교 가운데 마루가 있는 것이 5개소(원주, 

춘천, 인제, 횡성-동재, 홍천)이고, 마루가 없는 것이 3

개소(정선, 월, 횡성-서재)로 나타났다. 평창향교의 경우는 

강학공간에 동·서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 참조).

한 횡성향교의 경우는 동재의 평면유형은 방(2)+부엌

+ 마루, 서재의 평면유형은 방+마루형으로 구성되어진 

것이 독특한 특징으로 나타났다(그림 7 참조).

강학공간의 배치유형은 명륜당과 동·서재를 기 으로 

재후당형과 당후재형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서지방의 

향교건축은 당후재형으로 배치된 횡성향교를 제외하고 

부분 재후당형의 배치형식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3) 각(樓閣)의 평면구성

향교에서 루(樓)는 향교건축의 요한 구성요소이며, 지

역성을 결정짓는 요인 의 하나이다. 각은 유생들이 여

가를 즐기는 유식(遊息)공간으로 부분 문묘공간에서 떨

어져 설치되었다.

학후묘의 배치형식은 명륜당과 동·서재의 치에 따라 

재후당형과 당후재형으로 구분되는데 독립된 (樓)가 

건립된 곳은 부분 재후당형에서 설치한다. (樓)가 

있는 재후당형은 면에 각을 두고 그 뒤에 동·서재

를 직각으로 배치시키고 그 다음에 명륜당을 두어 부분 

ㅁ자형으로 건물을 배치시킨다.

각 평면은 이용형태에 따라 각이 외삼문 자리에 

치하여 정문과 루(樓)의 기능을 겸비한 문루(門樓)형, 루

(樓) 하부에 출입문을 두지 않는 순수한 루(樓)의 기능만

을 가진 독립형, 명륜당을 층 는 면(前面)만을 층

으로 하여 명륜당을 각화(樓閣化) 한 것으로 형(樓形) 

명륜당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지방 향교 가운데 각의 평면유형은 문루(門樓)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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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개소(춘천, 월, 평창, 인제, 홍천), 형(樓形) 명륜당

형식이 1개소(횡성)로 나타났다. 횡성향교의 경우 강학공

간이 당후재형으로 배치되어 정문과 각, 명륜당의 기

능이 혼합된 형(樓形) 명륜당이 만들어진 것으로 사료되

어진다(그림 8 참조).

한 18세기 후반 편찬된 輿地圖書 기록에 의하면 원

주향교의 규모는 61칸으로 ‘청풍루(淸風樓)’가 있었다고 

해지나 재 남아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결론

향교는 고려조에 시작하여 조선시 에 완비된 지방의 

학으로 유교 국가를 표방한 조선왕조의 교화정책 가운

데 근본 인 방법으로 지방민을 교육, 교화할 목 으로 각 

지방에 일읍일교의 원칙을 두어 건립되었다. 향교는 공자

와 선 의 패를 안하고 제례를 해 마련된 성 을 

심으로 한 문묘공간과 유생들이 공부하고 숙식하는 명

륜당을 심으로 한 강학공간을 기본구조로 국 각지에 

설립되었다.

이러한 시  배경에 의한 향교건축의 기능을 심으

로 강원 서지방 향교건축의 공간구성을 설펴보면 다음

과 같이 이루어져있다.

1) 서지방 향교건축의 배치특성은 부분 경사지의 

일반 인 배치형식인 일축선을 배치축으로 계를 구성하

는 학후묘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강학공간의 배치유형에서는 부분 명륜당이 동·

서재보다 뒤에 치하는 재후당(前齋後 ) 형식을 취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서지방 향교건축의 평면특성은 문묘공간의 심인 

성 의 경우 평면구성은 퇴칸이 있는 개방형 평면으로 

부 구성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동·서무의 경우 8

개 향교 가운데 3곳은 동·서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서무 평면은 나머지 5개 향교 가운데 4곳은 퇴칸이 없

는 폐쇄형 평면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3) 서지방 향교건축 강학공간의 평면특성은 강학공간

의 심인 명륜당의 경우 평면구성은 마루형이 3개소로 

나타나 마루의 청과 온돌방으로 구성된 방과 마루가 조

합된 일반 인 형식에서서 다소 벗어남을 알 수 있었다.

서지방 향교의 동·서재는 1곳을 제외하고 마루가 

있는 것이 5개소, 없는 것이 2개소로 나타났으며, 횡성향

교의 동·서재는 마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건물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한 부속건물인 각건축은 부분 외삼문 자리에 

치해 정문과 루(樓)의 기능을 겸비한 문루(門樓)형 평면으

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횡성향교만이 명륜당을 층으로 

하여 명륜당을 각화(樓閣化)한 형(樓形) 명륜당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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