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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향교건축에 규범이나 제도가 존재했을까? 유학에 근거

한 국가통치이념을 천명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해 국가 

핵심정책으로 국을 상으로 추진된 향교건설에 일정한 

규범이나 제도가 있지 않았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어

 보면 자연스러운 상이다. 명문화된 엄격한 법령일수

도 있고 아니면 습 으로 내려오는 느슨한 통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조선시  향교건축들이 완벽히 통일되

어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형성을 보여 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도가 존재하 다면, 특히 한양과 가까운 

경기지역의 향교들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 을 것이다. 

마침 필자가 거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안성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존 조선시  향교들의 배치형식  다수

를 차지하는 형 인 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갖고 

있는 이 향교를 사례로 삼아 조선시  향교건축의 제도에 

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안성향교 주요시설의 명칭  유래

향교건축은 유학을 국가의 통치근간으로 하는 오래된 

사회문화  통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러한 통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시설의 명칭이다. 

먼  ‘안성향교’에서 시설 체를 칭하는 ‘향교(鄕校)’라

는 단어에 해 생각해 보자.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는 이 

단어는 정작 국인들에게는 낯선데, 그 까닭은 이것이 서

주  춘추 국시기에 쓰 던 고어이기 때문이다. 좌
(左传)양공31년의 기문 에 “정(郑)나라 사람들은 향교

(乡校)에 가서 정책을 논하 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

에 한나라 두 (杜预)는 향교란 “향(鄕)에 있는 학교(學校)

다”라는 주를 달았다. 이는 국인들이 이미 3세기경에 

‘향교’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

시기 향교제도에 직  향을  당송시기 지방학교들은 

공식 으로 ‘주학(州學)’, ‘ 학(縣學)’이라 불렸으며 이러한 

호칭 방식은 명청 까지 이어졌다. ‘향교’는 남북조시기 일

부 문인에 의해 간혹 언 되었고1), 송 에 들어서 문인들

이 지방학교 건설의 당 성을 설 하는 에서 모범 인 

옛 사례로서 등장했을 뿐이었다.

우리나라 문헌을 살펴보면 고려 기에는 지방학교를 ‘학

원’, ‘학교’라 칭하다가 고려후기인 13세기부터 ‘향교’라는 

단어가 등장한다.2) 이후 조선 건국 시 태조의 즉 교서에

서 “안에는 국학(國學)을 밖에는 향교(鄕校)를 설치하여”

라는 정령을 선포하면서 ‘향교’라는 단어를 정식으로 사용

하 고 이후 ‘향교’는 실록 등에 쓰이는 공식 인 단어로 

자리 잡게 된다. 이는 고려후기에 이미 ‘향교’라는 단어가 

일반화되었음을 보여주며, 한 고려후기 문인들이 향교제

도를 정착해 나가는데 있어서 당시 국의 례보다는 송

 문헌들에서 언 된 지방학교의 시원  상징성을3) 더욱 

시하 음을 보여 다.

1) 晋书 谢安传附侄谢玄传에 孝武帝太元九年(384), 尚書謝石이 

“班下州郡, 普修 校”라 상서하 다는 기록이 있다.

2) 조상순, 조선 기 이  향교건축의 형성과 개 - 련 문헌 

자료를 심으로, 성균 학교 박사학 논문, 2012, 52쪽

3) 景定建康誌 卷之二十八 學校誌一에는 춘추 국시기의 혼란

에도 불구하고 정나라 부 자산(子産)의 노력으로 ‘향교’가 부

흥되어 학문이 융성한 모범  사례가 언 되어 있는데, 고려후

기 문인들도 이러한 상징  의미를 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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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안성향교 경  건축명칭(사진출처: 문화재청) 

다음으로 안성향교의 진입공간을 살펴보자. 문루인 ‘풍

화루’에 바로 앞에 있는 하마비는 원래 백오십여미터 떨어

진 곳에 홍살문과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고 한다. 

홍살문(紅箭門)은 경역 안에서 엄숙함을 요구하는 표지

이다.4) 조선시 에는 향교를 포함하여 궁궐, 단묘, 능원, 

아, 서원 등 다양한 시설 앞에 세워진 비교  흔한 건축

이다. 국에서는 당나라 때는 ‘오두문(烏頭門)’이라 불리

며 귀족 주택의 문으로 쓰이다가 송나라 때는 ‘ 성문

(棂星门)’이라 불리게 된다5). 명나라에 이르러서는 에 

지붕을 올리는 ‘패루(牌樓)’ 형식이 크게 유행하 다. 명청

 읍지들의 문묘도를 보면 항상 문 앞에 ‘ 성문’이라 

표기된 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명 가정9년(1530)에 

국 문묘의 문 앞에 성문을 설치하라는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2∼13세기 읍지들을 보면 명 가정년의 

규정 이 에 성문의 설치가 이미 남송시기에 고착화되

었음을 알 수 있다.6)

고려 개성 국자감의 경우 선화 사고려도경(1123)에 

성문에 한 언 이 없고, 조선고 도보(1935)  

재 유구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조선 한양 문묘(성균 )의 

경우는 세종 15년(1433)에 문묘의 건축제도를 정비하면서 

문 남쪽에 담을 두르고 가운데에 ‘ 성문’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 다고 해서 향교에 홍살문이 1433년 이

후에 설치되기 시작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고려 말 이

미 궁궐 앞에 말에서 내려 걸어 들어가야 하는 ‘홍문(紅

門)’이 존재하 고7), 공자의 사당을 포함한 향교가 주요 

읍들에 건설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말에 

송의 례에 따라서 혹은 자체 인 습과 필요에 의해 

이미 설치하 을 수도 있다. 

홍살문 에 설치되는 하마비의 정확한 유래는 알수 없

으나 이미 고려 말 1366년에 홍문을 지나기  말에서 내

려야 하는 것은 상례 고, 국의 경우는  명창2년

(1191)에 곡부 공자묘 앞에 하마비를 설치한 이후8), 명 성

4) 정종실록 1년 기묘(1399) 10월 8일(갑진) “ 하가 한 나라의 

부(富)를 차지하여 태상왕을 섬기니, 화와 효성이 지극함이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존호를 올리지 않고, 명(殿名)을 

세우지 않고, 궁문 밖에 홍문(紅門)을 설치하지 않아서, 평범한 

사람의 거실과 다를 것이 없으니, 존엄을 보이는 소이가 아닙

니다.” 

5) 營造法式 卷六 木作制度一 烏頭門

6) 嘉定赤城誌 卷四 “(赤城州)嘉定四年(1211)黄守作棂星门”, “(仙

居縣)嘉定元年(1208)姚偓创明伦 、棂星门.” 

7) 고려사 요 제28권 공민왕 3 병오 15년(1366) “(신돈이) 

궐 뜰에 나아가서도 무릎을 조 도 굽히지 않고 항상 말을 타

고 홍문(紅門)에 드나들며”

8) 闕里誌 卷11 林廟誌

화16년(1480)에 지방학교 앞에서 하마하라는 어명이 내려

진 것으로 보아9) 15세기 후반에 가서야 국 지방학교 앞

에 하마비가 일률 으로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풍화루(風化樓)’ 는 학교의 설치목 이 풍속을 교화하는

데 있다는 의미로 안성향교 외에 많은 조선 향교들의 

문들이 ‘풍화루’나 ‘만화루(萬化樓)’등의 이름을 갖고 있다. 

일 이 주희는 항상 학교가 풍화의 근원임을 강조하

고10), 조선 태조 역시 학교가 풍화의 근원임을 강조하

다.11)단 국의 지방학교들은 건축 명칭에 특별히 이 단

어를 쓰지는 않았는데 유독 조선 향교들에서 많이 사용된 

것은 조선 문인들이 향교의 상징  의미를 시하 음을 

보여 다.

안성향교의 풍화루를 지나면 ‘명륜당(明倫 )’이 나온다. 

‘명륜당’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이미 리 알려져 있듯이, 

맹자 등문공상편의 “(지방학교를) 하나라에서는 교(校)

라고 하 고 은나라에서는 서(序)라 하 으며 주나라에서

는 상(痒)이라 하 는데 학은 삼 [夏殷周]가 이름을 같

이 하 으니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明人倫)이었습니다. 

인륜이 에서 밝아지면 백성들은 아래에서 친해집니다.’

라는 구 에서 유래하 다. 

그러면 지방학교의 강당에 ‘명륜당’이라는 명칭은 언제

부터 사용되었을까? 존하는 12∼13세기 남송시기 읍지 

등의 문헌들을 보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이 건물을 그냥 

‘강당’으로 표기하거나, 편액 명칭을 따라 ‘명교당(命敎 )’, 

‘명덕당(明德 )’, ‘명신당(明新 )’, ‘명륜당(明倫 )’ 등으로 

9) 闕里文獻  卷14 祀典

10) 朱熹集 卷90에 기재된 서신을 보면 1182년 永嘉縣學에서 

악비를 모함한 간신 진회의 사당을 건립하려 하자 이를 만류

하면서 ‘學校實風化之源’이라 강조하 다.

11) 태조실록 2권, 태조 1년 9월 24일 임인 1번째기사 “學校, 風

化之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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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송 건강부학(建康府學) 배치도(출처: 경정건강지)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히 13세기 반에 쓰인 경정

건강지(景定建康誌)에는  기· 학의 ‘大学之道, 在明明

德, 在新民’이라는 구 을 따라 학교 강당의 명칭을 ‘명신’

으로 정한 사례와 ‘명덕’이라 정한 사례가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12)이는 ‘명륜당’이라는 명칭이 당시 아직 고착화되

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208년에 선거 (仙居縣) 

학 강당의 당호가 ‘명륜당’이라 정해졌고13). 1253년에 율

수 (溧水縣) 학 강당의 당호를 ‘명교’에서 ‘명륜’으로 바

꾸었으며14), 이후 원나라 지원13년(1276) 운남행성에 ‘명

륜당’을 건설하고 서 을 수집하 는데 이를 ‘식(式)’으로 

정하여 국에 하달하 다고 한다.15) 원 지원년간(1264∼

1294) 노주부(廬州府) 학교 강당의 당호가 ‘명륜당’으로 바

는 등의16)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 지원년간의 식

의 반포이후 국 학교들의 강당 명칭이 ‘명륜당’으로 통

일된 것이 아닌 가 추측할 수 있다. 이후 명 태조 홍무15

년(1382)에 국 학교에 칙을 반포하고 이를 비석에 새

겨 ‘명륜당 좌측’에 설치하도록 하 다는 기록이 있는 것

으로 보아17) 명 건 국시 이미 국 으로 학교 강당의 명

칭이 ‘명륜당’으로 통일된 상태 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선화 사고려도경(1123) 등 문헌에 언 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고려 국자감에는 원래 별도의 형 강당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301년 원나라 야율회일이 고려 

국자감의 건축제도의 문제 을 지 한 바 있고, 1304년에 

성 을 다시 지었으며, 1367년을 무렵에 명륜당이 있었

음이 확인되는데,18) 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고려 말 즈음에 국학뿐 아니라 향교의 강당명칭 역시 ‘명

륜당’으로 통일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안성향교로 돌아오자. 명륜당 뒤로 계단을 올라 신

문(神門)을 통과하면 ‘ 성 ’과 ‘동무’, ‘서무’로 이루어진 

제향 역에 도달하게 된다.

12) 자는 상원 학(上元縣學), 후자는 구용 학(句容縣學)

13) 嘉定赤城誌 卷四 “(仙居縣)嘉定元年(1208)姚偓创明伦 .” 

14) 景定建康誌 卷之二十八 學校誌一 “寶祐元年(1253)...改‘明敎’

榜曰‘明倫’.”

15) 欽定四庫全書·山東通志 巻十四 學校志 明倫  “元世祖至元

十三年, 雲南行省平章賽典赤始建明倫 , 購貯經史, 因下其式

於諸路.”

16) 福建續誌 卷二十 “廬州府儒學...至元間(1264∼1294)改蠶匿

臺為明倫 .”

17) 禮部志稿 卷七十 學校備  “學規. 䥴學校卧碑. 洪武十五

年命禮部 學校禁例十二條於天下......仍命以所 禁例䥴勒卧碑

置於明倫 之左.” 이후 국 으로 ‘명륜당’으로 통일되었음

은 1525년 王陽明이 쓴 ｢萬松書院記｣의 “今之學宮皆以‘明倫’

名 .”라는 구 에서 확인 가능하다. 

18) 조상순, 앞의 논문, 44∼46쪽.

국에서 학교에 공자 등 선성을 모시는 사당이 건설 

된 것은 당 무덕 2년(619)에 태학에 각각 주공과 공자를 

모시는 사당[廟]을 한 개 소씩 건설하고 부터이다.19) 이후 

당 태종 정 4년(630)에 태학 내 주공의 사당을 폐지하고 

공자의 사당만을 남겼으며, 동시에 국 주 의 학교에까

지 공자의 사당을 설치하라는 어명을 내렸다.20)당나라 지

방학교들에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의 명칭은 ‘선성태사묘당

(先聖太師廟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1)

송 에 이르러서는 휘종이 숭녕(1102∼1106)  하남부 

국자감에 ‘문선왕묘(文宣王廟)’를 건설하고 그 명칭에 해 

‘벽용 문선왕 을 ’ 성(大成)‘이라 이름 하라’는 조서를 내

렸고,22) 정화4년(1114)에는 친필로 ‘ 성 ’이라는 을 

썼다. ‘ 성’이란 맹자가 공자를 ‘집 성’이라 칭송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추정된다.23) 12∼13세기 남송시기 읍지들에

서 모두 ‘ 성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략 12세기 부터 국학교의 사당명칭이 

‘ 성 ’으로 통일된 듯하다. 명칭의 변화 외에 건물의 유

형이 ‘ ’에서 ‘殿’으로 격상되었다는 도 흥미롭다.

조선의 성균   향교 역시 ‘ 성 ’이라는 명칭을 계

승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생각해 야 할 것은 국은 명 

19) 唐会要 卷三十五 学校 “武德二年六月一日诏曰......宜令有司

于国子监立周公孔子庙各一所.”

20) 大明集禮 卷十六 吉禮十六 釋奠文宣王 “貞觀四年詔州縣學

皆作孔子廟”

21) 唐 元年间(713∼741)에 쓰여진 沙州图经에서 사주의 주학, 

학에 모두 ‘선성태사묘당’으로 기록되어 있다.

22) 宋史 卷一百零五 志第五十八 禮八 吉禮八 文宣王廟 “崇寧

初, 孔鯉為泗水侯, 孔伋為沂水侯. 詔 ‘古 , 學必祭先師, 況

都城近郊, 大辟黌 , 聚四方之士, 多且數千, 宜建文宣王廟, 以

便薦獻.’......又詔辟雍文宣王殿以‘大成’為名.”

23) 孟子 萬章下 “孔子之谓集大成. 集大成也 , 金声而玉振也.”



  

 

special issue 특집

14  한국교육시설학회지 제26권 제4호 통권 제131호 2019년 7월

가정 9년(1530)에 공자를 ‘지성선사(至聖先師)’라 칭하고 

‘ 성 ’이라는 명칭을 ‘선사묘(先師廟)’로 개칭하라는 어명

을 내려 국학교의 ‘ 성 ’을 ‘선사묘’로 개칭하여 존

하는 다수 명청  읍지에는 ‘ 성 ’이 아닌 ‘선사묘’라 

기록되어 있다는 이다(그림 3 참조).이러한 사실을 조선 

조정 역시 인지하 는데, 종 9년(1668)에 성균  유생 

신응징에 의해 제기되어 종과 신들이 이를 검토한 바 

있으나 채택되지 않았다.24)

그림 3. 명  내황  학 배치도([明]嘉靖 内黄县誌)

이상 안성향교를 구성하는 주요 건축물들의 명칭과 그 

유래를 고증하여 본 결과, 모든 명칭들이 유학의 유구한 

역사와 통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조정에 

의해 통일된 것도 있지만 그 한 유학의 통과 의례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 음을 알 수 있었다. 

3. 건축군의 배치형식

다음으로 건축군의 배치형식에 해 살펴보자. 안성향교

는 명륜당을 심으로 한 강학 역이 앞에 있고 성 을 

심으로 한 제향 역이 뒤에 있는 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갖고 있는데, 이는 조선시  향교들에서 가장 흔하

게 보이는 배치형식이다.

학자들은 조선 향교의 배치형식을 명륜당과 성 의 

24) 국조보감 제40권 종조2 9년(무신,1668).

상  치 계에 따라 크게 묘후학, 학후묘, 좌묘

우학, 좌학우묘로 나 고 있다. 이러한 념은 조선시  

문인들 마찬가지 다. 

이  학후묘가 가장 보편 이었다. 이는 향교의 입지

와 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동욱은 “지방 도시

의 경우, 향교는 읍내 심부에서 조  떨어진 외곽에 자

리 잡는 것이 보통이다. 개 그 지세는 평탄한 곳보다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이기 쉽다. 이럴 경우 경사진 뒤쪽

의 높은 곳에 명륜당을 지어 문묘를 내려다보이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격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듯하

다.  도성처럼 왕이 직  문묘 향사에 참여하는 경우라

면 성 이 앞에 놓여 마땅하겠지만, 지방의 문묘 향사는 

자주 치르는 것도 아니므로 굳이 앞부분에 성 을 둘 

필요도 없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이런 사정들이 복합되면

서 향교의 건물 배치는 차 성 이 뒤에 놓이는 형식

으로 자리 잡아 갔다고 생각 된다”25)라고 설명하 는데 

탁견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학후묘의 배치를 제 로 

설명하려면 상하의 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당연히 

가 더 존귀하니 다수 경사지에 자리한 학후묘의 향

교들은 사실 ‘상묘하학(上廟下學)’ 의 배치라고도 볼 수 있

어 법에 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유성룡(1542∼

1607)의 견해가 그리하 으니 경사지에 놓인 당후묘에 

해 “사당과 강당이 서로 일직선상에 있어도 지세의 높

낮이가 격하면 ‘등을 돌리고 앉아 미안하다’는 의는 

없을 듯하다”라 하 다.26) 반 로 묘후학의 배치형식을 

갖는 나주, 경주, 주향교 등은 모두 큰 성시를 기반으로 

평지에 치하고 있어서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밖에 명륜당과 성 이 좌우로 배치된 경우도 있다. 

여기서 좌와 우는 정면에서 바라볼 때의 방향이 아니라 

안에서 정면을 바라볼 때의 방향으로, 이를 ‘좌향(坐向)’이

라 하는데 주 건축이 남향을 하고 있다면 좌는 동쪽이고 

우는 서쪽에 해당한다. 조선 향교 에서 좌학우묘에는 

양, 양, 암, 제주향교27) 등이 있으며, 좌묘우학에는 돌

산, 정의향교 등이 있다. 흥미로운 은 이들이 명륜당 

심의 강학 역과 성  심의 제향 역이 좌우로 거의 

25) 김동욱, 조선시  건축의 이해 서울 학교 출 부, 1999, 88 

～90쪽. 조상순의 논문에서 발췌.

26) 상변통고 27권 학교례(學校禮) 묘우 치(廟宇位置). 조상순

의 논문에서 발췌.

27) 제주향교는 재 서쪽에 명륜당이 있고 동쪽에 성 이 있

는 좌학우묘의 배치이나, 이는 1961년 화재로 소실된 명륜당

을 성 의 기  반 편에 복원하면서 변화된 것으로, 복

이 에는 좌학우묘의 배치를 갖고 있었다. 일부 에서 실수

를 하는 경우가 있어 특별히 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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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만부가 제안한 서당(향교) 상읍례도

그림 5. ｢문선왕묘도｣속 수원향교(출처: 화성성역의궤)

나란히 배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명륜당과 성 만을 비

교해 보면 성 이 살짝 뒤에 치하는 경우가 많다. 즉 

좌묘우학이든 좌학우묘이든 약간의 학후묘의 질서를 내

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좌묘우학, 좌학우묘의 배치형식은 비교  낮은 주산과 

짧은 경사면에서도 강학 역과 제향 역 모두가 필요한 

충분한 마당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립된 신문을 

통해 제향역역에 직  출입할 수 있어 규모 제향행사에 

유리하다.

한편 간혹 강학 역에서 동재와 서재가 명륜당의 뒤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학자들은 이를 ‘ 당후재’라 부

른다. ‘ 당후재’의 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

나는 고창향교처럼 성 과 동서무를 짓고 그 앞에 동재

와 서재만을 지었다가 나 에 규모가 커지자 명륜당을 추

가로 동서재 앞에 추가하게 된 경우이다. 둘째는 스승(명

륜당)이 앞에 자리하고 제자들(동서재)이 뒤에 자리하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는 생각에 애 에 계획되었다는 것

이다. 조상순이 지례향교 소장 명륜당기(1510)에서 “명

륜당 몇 칸을 아 앞에 지었다. 앞에 당이 있고 뒤에 실

이 있으니 스승과 학생의 의를 구별한 것이다”28)라는 

구 을 찾아 간 으로 이를 증명한 바 있다. 

여기에 흥미로운 사료를 하나 추가하고자 한다. 조선 

조시기 이만부(李萬敷)의 문집인 식산집(1813)에는 서당

의 개강  ‘상읍례(相揖禮)’에 한 그림과 해설이 실려 있

는데, 그림 안에는 “이는 향교의 향배에 의거하여 그린 그

림으로, 각 서당은 그 형세에 따르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 해설에 따르면 매월 삭망에 성 에서 제향을 

마친 후 강의를 시작하는데, 강의에 앞서 스승과 학생 간

에 상읍례를 실시한다. 학생들은 각각 명륜당 북쪽 마당에

서 각각 동편과 서편에 한 씩  서 있다가 한 명씩 북

쪽 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와 오를 갖춘 후 훈장께 읍을 

올리면 훈장이 답읍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때 훈장은 남쪽

에 앉아 북쪽을 바라본다. 29)(그림 4 참조)

이만부가 제안한 이 법이 성립되기 해서는 명륜당

의 북쪽에 깊은 마당이 필요하고, 명륜당 건물 역시 북향

을 해야 한다. 이미 남쪽을 향해 창을 내있더라도 북쪽에

도 문을 내고 디딤돌도 있어야 한다. 편액 역시 북쪽에 달

려 있다면 더욱 완벽하리라. 

28) 조상순, 앞의 논문, 107쪽. “明倫 數間於衙前, 前 後室, 師生

區別禮議.”

29) 息山先生續集 卷之九 雜著 通各塾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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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원 에서 필암서원의 청철당(강당)과 동재·서

재가 명확히 이러한 형식을 하고 있지만 향교 에서는 

명확히 이와 부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그림에 

있는 “이것은 향교의 향배에 의거하여 그린 그림으

로”라는 문장에서 당시 즉 18세기 말 향교 에도 이러한 

배치를 가진 곳이 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존 향

교 에서 수원향교(그림 5 참조), 정향교 등이 동재·서

재가 명륜당 북쪽에 치하고 있고, 강릉향교의 강학공간 

역시 이 상읍례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

시선을 국으로 돌려보자. 국 지방학교들의 배치형식

은 좌묘우학이 가장 보편 이고 묘후학 역시 지 않다. 

과문하지만 필자가 알기에 국에 학후묘의 사례는 거

의 없다. 일부 한국 연구자가 곡부 공묘가 송 천성년간에 

당후묘로 개축되었다고 하는데,30) 성  앞에 지어진 

강당인 ‘행단(杏亶)’은 공자의 행단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일을 기념하기 해 만든 작은 상징 인 건물이었지 실제 

강당은 아니었다. 

존하는 도상자료 에서 가장 이른 국 지방학교의 

배치형식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13세기 남송 건강부학도

인데 묘후학의 배치를 하고 있다(그림 2). 존 명청  

읍지들에는 좌묘우학, 묘후학, 우묘좌학의 사례들이 기

록되어 있다. 국 지방학교들의 배치형식을 살펴 볼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거의 부분 성시 안 

평지에 치하고 있었고, 공자  선 들에 한 제향의식

이 단순히 학교의 행사가 아닌 체 성시의 행사로 성

하게 거행되었다는 이다. 따라서 반드시 제향 역의 

문은 큰 거리에 해있어야 했다. 한 규모 의례를 거

행하고 공자의 엄을 드러내기 해 문 밖에 다시 신

역을 상징하는 성문을 설치했다. 학교의 문은 선사묘

의 문 에 보다 작은 규모로 만들어졌으며, 선사묘(

성 ) 뒤 혹은 에 의문( 門)을 설치하여 제향을 끝내고 

학교로 들어갈 수 있게 하 다. 

좌묘우학과 우묘좌학은 성시 안 방(坊 블록)의 깊이가 

충분하지 않거나 확보한 필지의 깊이가 충분히 깊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용되는데, 강학공간과 제향공간이 별도의 

출입문을 갖게 되어 평시 교육과 제향의례에 모두 편리하

다. 단 둘 에서는 좌묘우학이 더욱 선호되었는데, 좌향

30) 조상순, 앞의 논문, 87쪽에서 오주연문장 산고에서 인용한 

은 史記가 아니라 이규경이 史記, 水經注, 幸魯盛典 
등의 서 에서 각각 발췌한 내용이다. 송 천성년간의 일이 한

나라 때의 서 에 기록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에서 왼쪽이 오른쪽 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수령

은 우묘좌학을 좌묘우학으로 개축하는 사례도 있었다.

4. 결론

정리하자면, 안성향교라는 형  조선시  향교의 주요

구성 건축들의 명칭의 유래를 고증해보면 ‘ 성 ’과 ‘명륜

당’이라는 명칭들은 각각 송과 원의 황실과 조정에 의해 

국 으로 통일된 명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 다.

건축배치에 있어서는 조선의 향교는 일부 큰 고을에서

는 국에서 자주 보이는 묘후학의 배치를 따랐으나, 

다수 고을들에서는 지형을 이용한 학후묘의 독특한 배

치형식을 발 시켰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일부 향교의 강학 역에서 보이는 ‘ 당후재’의 배

치방식의 연원이 조선 후기 이루어진 향교(서원) 법의 

정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조선 향교건축은 유학교육의 유구한 통을 

수용하는 동시에 독특한 지형환경에 건축 으로 이를 

용하면서 진 으로 독자 인 형식과 형성을 형성하

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자체 으로 정비한 법에 맞

게 건축공간을 재조정하면서 보다 더 독자 인 형식으로 

발 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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