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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민국은 압축성장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경제 발 을 이룩했지만, 그 이면에는 핵가족화, 1인 가구

의 증가 등으로 공동체의식이 약해져가고 있다. 한, 물

질만능주의의 팽배로 도덕성이 상실되고 있다. 이러한 사

회  상은 청렴과 결백, 겸손과 배려, 충과 효와 같은 

덕목의 필요성과 심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선비들은 공립기 인 향교와 사설 교육기 인 서

원에서 학문과 교양을 습득했다. 조선시 의 공립학교인 

항교(鄕校)는 국에 234곳이 존재하며, 사설 교육기 인 

서원(書院)은 700곳이 넘는다. 하지만, 원군의 서원철폐

령과 6·25 쟁을 거치면서 향교와 서원의 개수가 감소되

었으며, 화된 사회구조안에서 향교와 서원이 서야할 

치를 찾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본연의 역할을 잃었던 서원과 향교가 ‘삶의 

지혜’를 하는 배움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고  강

습과 선비 체험은 물론 비부모를 한 태교 교실, 클래

식 음악인을 청한 실내악 공연까지 다양한 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향교와 서원은 통유형문화자원으로서의 

역할 뿐만아니라 인문학 인 가치와 정신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문화재청  문화체육

부는 향교와 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2013년 12월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운 모델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문화재청은 향교․서원 문화

재의 역사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 으로 창출하는 교육·

문화·체험· 로그램 발굴·운 하고 있다. 향교·서원문

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인문정신을 계승하여 이를 

으로 재창조하는 취지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재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국 으로 97개 소

에서 운 되고 있으며, 특히 서원의 경우는, 도산ㆍ옥산ㆍ

돈암ㆍ필암서원과 소수ㆍ병산ㆍ도동ㆍ남계ㆍ무성서원을 합

쳐 모두 9개 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기다리고 있다.

한류의 세계화는 우리나라의 통문화에 한 정체성과 

가치화로 이어지고 있다. 향교와 서원은 교육기 이면서 

당시의 시 상과 더불어 선비들의 문화  소양을 체감할 

수 있는 요한 자원으로 새로운 로벌 콘텐츠로 발 가

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통문화자원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해 보는 차원에서 강원도 향교와 서원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강원도 향교  서원의 황과 과제

강원도내 향교는 총 16개소로, 13개(유형문화재 5개, 문

화재자료 8개)의 문화재지정 향교가 있으며, 동해, 철원, 

양구 3개 향교는 비지정되어 있다. 속 와 태백에는 향교

가 없다. 최근 지어진 동해향교를 제외하고 강원도내 15개 

향교  학후묘의 형태를 띠는 곳은 13곳이며, 좌학우묘

의 형태를 띠는 곳은 2곳이다.

양양향교와 춘천향교는 고려시  창건되었으며, 그 외 

향교는 조선시 에 창건되었다. 강원도내 향교의 표성을 

갖는 강릉향교는 설 (大設位)1)향교로 보존상태가 우수

하며 역사 인 연원과 함께 원형에 가까운 보존상태에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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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어 동지방의 거 향교로서 손색없이 발 되어오고 있

다. 특히 외형 인면에서 잘 보존되어 있어 성균 , 주

향교 등과 더불어 그 역사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국내

의 표 인 향교다. 재 강릉향교 충효교육원에서는 동

양고 을 교육하고 있으며, 충효사상 선양을 해 향교의

례집을 편찬하 다. 

향교명 문화재지정유형 소재지

원주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98 원주시 명륜동 255

홍천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99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74

횡성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100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산 12-2

정선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101 정선군 정선읍 앙리 385

화천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102 화천군 화천읍 하리 108

인제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103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28-2

간성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104 고성군 간성읍 교리 664

양양향교 강원도 문화재자료105 양양군 양양읍 임천리 297

춘천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98 춘천시 교동 27-1

강릉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99 강릉시 교동 233

월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100 월군 월읍 흥 2리 892

평창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101 평창군 평창읍 하리 204

삼척향교 강원도 유형문화재 102 삼척시 교동 566

동해향교 - 동해시부곡동 254-1

양구향교 - 양구군 양구읍 상리 322

철원향교
(철원향교지: 강원도 기념물

87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99

자료: 양구군청, 2012; 조 기, 2013 재인용

표 1. 강원도 향교 황

강원도 서원은 1556년(명종 11년) 강릉시에 최 로 오

서원이 설립된 이후 송담서원(강릉), 문암서원(춘천), 도포

서원(춘천), 동명서원(양양), 경행서원(삼척, 재는 동해

시), 명계서원(평해), 고산서원(울진), 구암서원(울진), 화산

서원(이천), 칠 서원(원주), 도처서원(원주), 신석서원(강

릉), 퇴곡서원(강릉), 용산서원(삼척, 재는 동해시),산양

서원(삼척), 창 서원( 월)등 모두 17개의 서원이 설립되

었다. 이 가운데 평해, 울진 지역은 경상도로 편입되었고, 

이천은 북한 지역이며, 강릉의 신석서원과 퇴곡서원은 

1924년 강효석의  고 방(典攷大方)에는 서원으로 기록

되어 있으나 강릉지역 읍지인 임 지(臨瀛誌)에는 신석

서원과 퇴곡서원은 사찰로 되어 있다. 춘천의 경우 문암서

원과 도포서원은 모두 폐철되어 재는 시설물이 남아 있

지 않다(원주군, 1992; 유재춘, 2012). 따라서 존하는 강

원도내 서원은 모두 8곳2)이다. 

1) 설 는 서울의 성균 ·문묘와 같은 규모의 신 를 모시는 

곳으로, 공자와 4성(맹자, 증자, 안자, 자사), 10철, 송조6 , 공

문72 , 한당22 , 동국18  등 총 133 를 모신다(함열향교, 

http://blog.naver.com/phjoo5504/120212394834)

구분 서원명
문화재

지정유형
소 재 지

창건

연도

배향

인물

1
송담

서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4호

강릉시 구정면 

언별리 1115

1630년

(인조 8)
이이

2
오

서원

강원도 

유형문화재제

45호

강릉시 성산면 

오 리 58-6

1561년

(명종 16)

공자․주자

․송시열․

함헌․이이

3
용산

서원

동해시 쇄운동 

201-1

1705년

(숙종 31)

이세필,

정원용

4
동명

서원

양양군 양양읍 

조산리

1628년

(인조 ６)
조인벽

5
창

서원

월군 월읍 

흥14리

1685년

(숙종 11)

사육신,

엄흥도

6
산양

서원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843

1824년

(순조 24)
이황

7
노동

서원

강원도 지정 

문화유  

제99호

홍천군 서면 

어유포리 32
미상

최충,

최유선

8
충렬

서원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72호

철원군 김화읍 

읍내리 630
1650년 홍명구

자료: 한국서원연합회, http://www.seowonstay.com

표 2. 강원도 서원 황

이 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는 

서원은 월의 ‘창 서원’이며, 그 외 표 인 서원으로 

‘송담서원’이 있다(한국서원연합회, 2012).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2019년 강원도 향교서원의 활용사

업은 강릉향교를 비롯한 10개의 향교가 선정되어 문화재 

향유로서 다양한 로그램을 운 하고 있다. 

구분 유형 향교명 사업명

춘천 시범 춘천향교 감성충만, 로맨틱 춘천향교

원주 집 원주향교 Refresh 원주향교

강릉 집 강릉향교 화부산 기슭에서 울려 퍼지는 향교문화

동해 지속 용산서원 감성 아뜰리에, 용산서원

삼척 집 삼척향교 함께해요 문화가 향기로운 삼척향교

홍천 지속 홍천향교 향교골 느티나무 선비와 만나다

월 집 월향교 내가 찾는 행복, 과거로 미래로

정선 집 정선향교 가즈아! 정선향교로

고성 집 간성향교 간성향교에서 선비의 향기를 만나다

양양 시범 양양향교 다시 시작하기, 양양향교

표 3. 강원도 향교서원의 활용사업 선정 황(2019)

강원도의 향교·서원이  활용에 있어 몇가지 문제

과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1. 한국서원연합회의 강원도내 서원은 총 15개이지만, 미복설 

5개 , 터만 남아있는 원주시 ‘도천서원’, ‘칠 서원’을 제외

하면 8곳임

2. 한국 학회 유교문화활성화지원사업단의 ‘향교·서원 총람

(2014.06)’에 포함된 강원도내 서원 10개  철원군의 ‘구은

사’, ‘표충사’는 제외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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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넓은 지역에 비해 은 수의 향교와 서원이다. 강

원도 지역은 동· 서로 구분되어 있고, 타 지역에 비해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지만, 면 에 비해 향교와 서원의 

숫자가 다. 한, 향교와 향교, 향교와 서원, 서원과 서

원의 거리가 매우 멀어 이들 기 과의 연계가 쉽지 않다. 

둘째, 동해안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비교  활성화되어 

있다. 강원도내 춘천향교를 제외하고 강릉, 삼척, 동해 등 

동해안 지역의 향교와 서원이 활성화 되어 있다. 강릉지역

은 율곡 선생과 사임당 때문에 유림 인구가 많고 로 

유림의 활동력이 강한 곳이기 때문에 향교·서원의 활용이 

활발하다. 삼척향교는 교궁은 오래되었지만, 최근 10년 정

도 유림의 인구가 늘었고 성균 과 한 연 을 가지며 

활동력이 왕성해졌다. 동해향교는 해방이후 창건된 유일한 

향교로 임 교들의 열성 이고 굳건한 의지를 통해 왕

성하게 만들었다. 이 게 향교가 활발한 이유는 부분 임

원들(책임자)의 의지가 주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릉

은 본래부터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고 삼척과 동해는 유림

의 노력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었다.

셋째, 운 인력의 부족  고령화로 문  운 의 한계

가 있다. 재 향교․서원은 고령화된 일부 소수의 유림 

는 개인 종 을 심으로 부분 운 되고 있어 원활한 

로그램 운   문 인 리운 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향교․서원의 자립 인 리운 의 토 를 마

련할 수 있도록 문 인 운 실무자의 양성  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넷째, 유교문화 콘텐츠의 부재이다. 향교․서원은 살아

있는 유교문화의 장이자 보고(寶庫)로서 강학, 제향, 향

회, 배향인물의 향교․서원 만의 주제  특징 뿐만 아니라 

지명, 역사, 정치, 문화, 문학, 경제, 지역사회 등 사회 

반의 다양한 유교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향교․서원의 유교자원은 알기 쉬운 이야기자원 는 콘

텐츠로 발굴․정리되고 있지 않아 들이 쉽게 근하

여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타분야와의 원활한 연계를 

통한 유교문화 활성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섯째, 자생 인 운  활성화를 한 지속 인 수익확

보의 한계가 있다. 향교․서원은 정부 는 지자체의 단편

인 지원사업 보조 에 의존하여 운 되고 있어 수익확

보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향교․서원은 문화재  가치를 보유한 유교자원으로서 

로그램 운  등을 통한 수익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기

업, 기  등 사회 반으로의 재정 인 지원확보가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에 따라 몇가지 과제를 제안해 보면, 첫

째, 향교  서원의 치를 고려해서 콘텐츠화 방안 마련

이 필요하다. 향교는 도심내에, 서원의 도심외곽에 치해 

있어 이를 고려해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둘째, 인구가 많은 지역을 상으로 활성화 사업을 추진

하는 게 바림직하다. 춘천, 강릉, 원주가 강원도내 인구가 

많은 지역에 해당한다. 이들 지역을 심으로 우선 향교·

서원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셋째, 강원도민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 경기 지역 국민

을 상으로 하는 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 인구수가 

을 뿐 만아니라 고령화로 인해 향교·서원을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강원도민만으로 향교·서원의 로그

램을 향유하기보다는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 는 객

을 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넷째, 인력이 충분한 향교·서원을 상으로 해야 한다. 

재 인력이 많이 확보되어있는 향교·서원부터 시작해 인

력이 충분하지 않은 향교·서원을 활성화하기 한 방안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3. 강원도 향교 ·서원의 활용방안

강원도 향교·서원의 활용방향은 향교는 유교교육을 통

한 도심 근형 교육공간으로 구축하며, 서원은 21세기 신 

정신문화의 재정립이라는 비 으로, 디지털·아날로그를 망

라한 유교문화체험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구 분 향 교 서 원

비 유교  인 교육의 장(場)
21세기 신(新) 정신문화의 

재정립

목표
인들의 교육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제2의 학교

조선유학 정신과 양반문화를 

체험하는 힐링공간

과제
유교 교육을 통한 도심 근형 

교육공간 구축

디지털․아날로그를 망라한 

유교문화체험 조성

☞ 강원도 향교(鄕校)와 서원(書院)의 열린공간화

표 4. 향교와 서원의 활용방향

‘강원도 향교와 서원의 열린공간화’를 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강원도는 첫째, 향교  서원 건물 주변에 화장실, 휴게

시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주변 학과의 

1:1 매칭 등을 통해 은 사람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타 시도의 향교·서원 운 로그램에 공통으

로 수행하는 교육·체험 로그램을 강원도에서도 기본 으

로 수행해야 한다. 핵심 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는 크

게 문화콘텐츠  측면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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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측면에서 살펴보면, 향교의 경우, 첫째, 향교의 

도서 화 추진, 둘째 향교 앱(App) 개발, 셋째, 가상 실 

최첨단 미디어 체험  설치, 넷째, 온라인 기반 향교 연계 

교육 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서원의 경우는 첫째, 서원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뮤지컬, 음악 공연장으로 활용) 둘째, 서원의 배향인물 

심의 콘텐츠화 추진 셋째, 강원도 서원을 통합해 시하는 

서원 디지털박물  건립 넷째, 강원도 옛 서원(書院)터 증

강 실 체험 다섯째, 강원도 서원 아카이빙 센터 건립 여

섯째, 강원도 서원 3D스캔 아카이빙을 통한 4K 상실 구

축이 필요하다. 

콘텐츠측면에서는 첫째, 평생교육공간화, 둘째, 

로그램 운 인력의 문화 셋째, 자원화를 한 스

토리텔링 공모  개최를 꼽을 수 있다. 

4. 정책  제언

강원도 차원에서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한 정책은

강원도 역을 상 로 추진하기 보다는 지역의 인구  

경제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

요하다. 

우선, 춘천, 강릉, 원주는 강원도내 인구가 많은 지역을 

심으로 우선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에 노력하는 게 필요

하다. 이는 지역 자체내에서 해당 수요를 충족하고 이를 

기반으로 객의 유입을 추진하는 것이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에 기본이 될 수 있다. 주변 지역민을 외면하고 

객만을 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로그램의 지속성

을 보장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지역민의 수요와 요구

사항의 면 한 분석을 통해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를 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향교의 경우, 도심 내부에 치해 있어 이러한 지

리 인 이 을 활용해 도서 을 포함한 체험공간으로 우

선 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교 자체가 가지는 

재의 이미지를 가지고서는 활성화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이

다. 도심 내부에 치해 있는 향교의 특성을 바탕으로 도서

을 포함한 체험공간으로의 변신을 통해 구나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민 친화 인 공간으로 변화되어야만 

외면받지 않고 많은 사람의 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원의 경우, 도심 외곽에 주로 건립되어 있어, 아

름다운 자연환경을 활용해 자연힐링장소로 제공한다면, 더

욱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기본  시설에 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편의시설 등)하다. 이를 기본 으로 고려하지 않고, 

로그램의 개설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반시

설에 한 개선이 먼  실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강원도는 향교와 련 있는 인물, 서원의 배향 

인물에 한 이야기를 발굴해 이를 콘텐츠화함으로써 

상미디어시 에 강원도를 리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원도의 향교와 서원이 노출될 것이며, 객의 유입을 

이끄는 효과로서 더욱 더 많은 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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