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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주향교에서의 문묘제례를 통하여 유학에 교육적 함의를 

밝히고, 유학과 불교의 습합현상이 어떻게 조화롭게 일어났는지를 상세

하게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조선조 국가의 관학(官學)인 성균관

(成均館)과 향교(鄕校)는 500년 동안 유학(儒學)을 교육하는 장소로 사용

되어 왔다. 교과교육과정으로서 강학(講學)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예(禮)의 실제와 동일한 제의례(祭儀禮)인 문묘(文廟)의 

기능이 가정이 아닌 학교에서 이루어졌음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제 

의례인 문묘의 의례가 학교에서 이루어짐이 교육학적 관점에서 어떤 함

의(含意)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학은 고려 말에 주자학(朱子學)이 들어오면서부터 

전파되었다는 설이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는 

삼국통일 전에 김춘추(金春秋)가 당에 사신으로 가서 군사적 지원을 요

청하고 아울러 당나라의 교육기관을 참관하고 귀국했다.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유학은 이미 통일신라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 신문

왕(神文王) 2년(682)에 국학이 설립된 후 성덕왕 16년(717)에 김수충 대

감이 당에서 공자(孔子)와 공문십철(孔門十哲) 및 72제자의 화상도(畫像

圖)을 가지고 와서 국학에 봉안하면서부터 강학과 문묘가 함께 이루어졌

다. 그것을 증명하는 장소가 경주향교이다. 

현재의 경주향교는 국학이 있었던 구역으로 신라의 국학을 계승했다

고 볼 수 있다. 신라는 왕권강화의 전제 조건으로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끌어들였다. 불교 수용 이전에 유학은 이미 들어와 있었으므로 유학을 

정치적인 국가통치 이념으로 삼고, 불교는 백성을 하나로 화합하는 호국

의 도구로 삼아 삼국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중앙집권체재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경주향교에서 불교와 유학이 서로 충돌 없이 조화로운 습합현상

이 일어났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주제어: 성균관, 향교, 제의례, 주자학, 국학, 강학, 봉안, 문묘,       

          유학, 불교, 습합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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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교육은 삶이란 문제와 상당히 비슷하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삶이 

시작되듯이 교육은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태교]에

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삶이란 인간이 겪는 모든 시 공간에서 일어나

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다. 매순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긍정적이

건 부정적이건 개개인에게 또는 사회공동체적으로 교육적인 효과를 지

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백년 천년을 두고 점점 수정하여 정리해

야할 큰 공동사업이니 한사람이 쉽사리 좌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이

만규, 1988: 9). 

교육은 인류의 문명사 즉 역사와 함께 변천하고 발달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외래사상인 불교 유교 도교 그리고 우리나

라 고유의 신선사상까지 모두 다 사상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우리민족은 고대로부터 단일민족으로 살아오면서 고유한 풍습과 신앙을 

배경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일찍부터 중국과 인접하여 그 영

향을 받아왔으며 삼국시대에는 유학 도교 불교 등이 중국으로부터 전래

되었고, 근세에 들어와서는 18세기 이래로 서구의 종교와 사상이 전래 

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서양의 철학사상과 정치사상뿐만 아니라 정치

적 군사적 경제적 세력이 밀려들어왔다. 이같이 우리의 사상은 역사적으

로 중국적 사유와 인도적 사유방식이 동화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서양

의 제 사조(諸 思潮)가 우리의 사상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

다”(김강령, 2009:127). 

과거 삼국시대 이래 근세조선까지를 말하면 중국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왔다. 유교 도교는 물론이요 불교까지도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

가 아니라 중국을 통하여 전래한 중국문화에 동화된 불교였다. 경주는 

삼국시대 신라 문화권으로 신라의 수도였다. 신라의 문화는 고유한 전통

문화의 바탕 위에 중국 문화를 가미한 점이 특색이었다. 이 시기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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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국가이데올로기의 구실을 담당한 것은 불교였다. 신라에 불교가 처음 

전래된 시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5세기 전반 경 내물왕(奈勿王, 재위

356∼402)때 고구려와 긴밀한 외교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미루어보면, 

늦어도 눌지왕(訥祗王, 재위417∼458)때 아도화상(阿道和尙=墨胡子, 생

몰년 미상)에 의해 고구려로부터 민간에 전해졌으리라 추측된다. 법흥왕

(法興王, 재위514∼540)때 이차돈(異次頓, 506～527)의 순교가 계기가 

되어 국가공인을 받게 된다. 그전에는 박해를 많이 받기도 했지만, 일단 

공인을 받게 되자 호국신앙(護國信仰)으로서 크게 유행했으며, 호국의 

도량으로서 황룡사 같은 큰 사찰이 만들어졌고, 이곳에서 백고좌강회(百

高座講會)[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가의 안위를 기원하는 불교법회]나 팔

관회(八關會) 등 호국적인 행사가 베풀어졌다. 당시 유명한 승려들 중에

는 중국 유학에서 돌아온 원광법사(圓光法師, 555∼638)나 자장율사(慈

藏律師, 생몰년 미상)등이 있었다. 한편 민간에서는 도가사상이 장생불

사의 신선사상의 형태를 띠고서 발달했다. 그래서 산악숭배사상은 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경주 서악(西嶽)의 선도산 성모(仙桃山 

聖母)전설은 그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1)

중앙집권국가를 건설한 6세기 이래 지배층은 중국문화를 환영하여 받

아들였으나, 외래문화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자신들의 

생활과 기호에 알맞은 것으로 만들어 받아들여졌다. 그 증거로 한자의 

사용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이두(吏讀)라는 독특한 차자(借字) 

표기법을 창안한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한문이 사용됨에 따라

서 자연히 한문학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 예로 진흥왕순수비문(眞興王巡

狩碑文)은 6세기 중엽 신라의 한문 수준을 대표하고 있다. 또한 한자의 

1) 신라시대 최고의 신앙은 산악숭배였다. 산악에 의하여 국가를 이루고 진호(鎭護)하고 

국태민안을 이루고자했으며 개인의 소원성취와 수복을 기원했다. 산신(山神)을 천신

(天神) 조상신(祖上神) 동신(洞神)으로서 신앙되었다. 신라지배족의 조상신은 모두 하

늘에서 강림했다고 믿으며 또한 그 산신의 성(性)은 여신(女神)으로 보았다. 그래서 

천신도 여신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후대 유교의 영향으로 여신에서 남신으로 변화하

는 경향을 보였다. 신라는 성스러운 산악으로 삼산과 오악을 가졌다. 그리고 그 산신

은 호국의 신으로 국가적인 존경을 받고 제사 했다. (문경현 외, 「신라왕경오악연구

(新羅王京五岳硏究)」, 경주시 ·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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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더불어 진흥왕 6년(545)에는 이사부(伊斯夫, 생몰년 미상)와 거

칠부(居柒夫, ?∼579)가 중심이 되어 국사를 편찬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전한다.  

진흥왕 6년(545) 가을 음력 7월에 이찬 이사부가 왕에게 아뢰되 

‘나라의 역사는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하여 포폄(褒貶)을 만대

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편찬하지 않으면 후대에 무엇을 보

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왕이 진실로 그렇다고 여겨서 대아찬 거

칠부 등에게 명하여 널리 선비들을 모아서 국사를 편찬케 하였다

(六年秋七月 伊湌異斯夫秦曰 國史者記君臣之善惡示褒貶於萬代 不

有修撰後代何觀 王深然之命阿飡居柒夫等廣集文士俾之修撰, 「三國

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이는 유교적인 정치이상에 입각하여 왕자(王者)의 위엄을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이미 6세기경부터 유교는 귀족사회의 질서를 유

지하는 사회도덕으로서 중시되었다. 삼국통일 이전에는 유교교육을 담당

하는 학교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으나, 화랑도가 청소년층의 도덕교육에 

큰 구실을 담당했다.

신라는 불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이미 유학이 들어와 있었다. 그 증거

로 울주천전리각석(蔚州川前里刻石)에 신라왕족들이 다녀가면서 바위 아

래 면에 새겨진 명문 한자 300여자가 있다. 우리나라에 한자가 언제 정

확하게 들어왔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한자 사용은 유학의 유입이 이루어

진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청년들의 유교적 도덕성과 그 실천의지를 담

아낸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화랑들의 결의를 30㎝의 바위에 74자의 

한자를 새겨서 친구 간에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충도(忠道)의 실천을 서

약하는 명문을 남겼다. 그래서 유학으로는 정치이념을 삼아 강력한 왕권

과 국가체제 안정을 기하였고, 이 때 불교와도 서로 교류하면서 충돌 

없이 신라만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이루고 있었다.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숭상함으로서 국가종교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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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과 귀족들은 수많은 절을 짓고 불상과 불탑을 설치하는 등 사원과 

승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고려는 불교문화를 

최고로 꽃피웠던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다 “고려 중기로 접어드는 11세

기 전반 최충(崔沖, 984～1068)과 그(문하생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시

작하여, 13세기 말과 14세기 초엽 안향(安珦, 1243～1368)과 백이정(白

頤正, 1247～1323) 등에 의해 주자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다음, 조선

조에 와서는 유학사상이 국가경영의 최고 이념이 되면서 우리나라 정신

사에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조긍호, 1999: 32). 조선건국은 혁명

으로 세운 나라로서 민심을 얻기 위하여 유교의 핵심사상인 인(仁)을 내

세우게 된다. 조선건국에 일조한 삼봉 정도전(三峯鄭道傳, 1342～1398)

은 「불씨잡변」이란 저서에서 “불교는 고려 왕조 사회를 좀먹고 있었던 

통시태로서의 불교며, 반드시 척결되어야만 할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불

교다”(김용옥, 2004: 51).라고 불교 이론을 비판하였다. 고려조를 지배

하고 있던, 불교를 배경으로 하여 권신세력들의 척결을 원했던 것으로 

조선은 억불(抑佛)에서 척불(斥佛)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삼국시대 신라에서는 유학으로 사회질서를 바로잡아 통치이념

으로 삼고, 불교로는 왕실에서부터 후원하여 도성을 벗어난 지역까지 불

교를 수용케 만들어 한마음으로 백성들을 결속시켜 호국신앙으로 발전

시켰다.2) 그래서 불교와 유학의 습합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삼국통일을 

이루어내지 않았나 싶다. 이 과정은 주목이 될 만한 현상이었다. 어떻게  

불교와 유학의 습합(習合)이 조화롭게 일어났는지 설명될 필요가 있다. 

2) 신라는 527년에 불교를 공인하고 529년에 살생을 금하는 명령을 내리는 등 불교를 

국가에서 장려하였다. 신라초기불교는 경주를 중심으로 불교사찰이 건립되고 승려가 

양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사찰은 흥륜사, 황룡사, 영묘사 등의 거대한 사

찰이 지어졌으며, 신라도성의 사찰이 건립되기 전에 도성을 벗어난 지역인 거지벌촌

(현 언양)의 중사(衆士)와 다인(多人)이 승려 2인과 함께 신라왕실에서 신성하게 여기

는 천전리서석에 와서 종교적인 의례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도성을 

벗어난 지역에 불교가 수용되는 초기양상으로 천전리서석의 명문이 이를 증명한다. 

“을묘년 8월4일, 법흥대왕 때에 도인인 비구승 안급이와 사미승 수내지, 거지벌촌의 

중사, 다인 등이 보고 기록하다”(乙卯年八月四日 聖法興大王節 道人比丘僧安及以 

沙彌僧首乃至 居智伐村 衆士⬤人等見記). (울산대곡박물관, 20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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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합이라는 개념은 문화인류학에서 소개되고 있는 ‘문화접

변’(acculturation) 개념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문화와 새로운 문화의 융

화현상을 뜻한다. 그 중 특히 습합은 그 어원을 동양의 「예기(禮記)」 월

령(月令)편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와 유학의 융화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더 적당해 보인다.3) 「예기(禮記)」 월령(月令)편 38장에 의하면 

‘천자(天子)가 악사(樂師)에게 명하여 예(禮)와 악(樂)을 습합(習合)하게 

한다’(乃命樂師習合禮樂-禮記).라고 하여, 습합은 두 문화가 조절(調節)

하여 충돌하지 않고 융화되어 때로는 제3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현상을 

말한다. 

신라는 국학이라는 국립학교가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경주향교 대성

전자리가 국학이라는 관학자리였다. 향교는 우리나라 고려 말에서 시작

하여 조선조 500년 동안 지방에서 꽃을 피운 관학의 교육기관으로 교과

교육인 강학과 공자를 비롯하여 성현들을 모신 문묘가 함께 이루어져 

야만 완전한 학교로 보았다. 조선의 건국에 일등공신인 정도전의 「삼봉

집」 제13권에도 문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온천하가 다 같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문묘뿐이다. 우리나라에서

는 안으로 국도(國都)에서부터 바깥으로는 주군(州郡)에 이르기까지 

묘학(廟學)을 세워서 봄 2월과 가을 8월의 첫째 정일(丁日)에 예로

서 제사를 지낸다. 성교(聖敎)가 천하에 있는 것은 마치 해와 달이 

하늘에 운행하는 것과 같다. 여러 군왕이 이것으로서 규범을 삼고, 

만세에 이것으로서 사표(師表)를 삼는 것이다. 대개 언어로서 형용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인생의 고유한 것에 뿌리를 박고, 

인심의 공통성이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어찌 신의 말을 기다릴 필

요가 있겠는가? 천하는 문묘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넉넉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스승을 존중하는 뜻을 극진하게 하였으니 이를 적어

3)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어 전통사상인 도교와 유교에 어떤 방식으로 융화되었는지를 밝

히고 있는 아서 F. 라이트의 ｢불교와 중국지성사｣는 불교와 도교(또는 유교)의 ‘습합’ 

현상을 밝히고 있다. 과연 그 습합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었는지에 관한 보다 자세

한 내용은 아서 F. 라이트(최효선 역), ｢불교와 중국지성사｣, 예문지, pp.113f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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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天下之通祀 惟 文廟爲是 國家內自國都外至州郡建廟學 當春秋

二仲上丁之日 祀之以禮載 惟 聖敎之在天下 如日月之行乎天 百王

以之爲儀範 萬世以之師表 蓋有不可以言語形容者 而其根於人性之

固有 而人心之所同然者 亦豈待臣之言哉 惟 殿下豐其餼饎 潔其器

皿 以致尊師重道之意 則可得而書也 「三峯集」 第13卷 文廟).

위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인의 가르침을 하늘의 해와 달에 비

유하여 세상의 이치와 함께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다고 보고 있다. 그래

서 왕과 만백성들은 문묘제례를 통하여 성인의 가르침에 예를 다하는  

공경의 뜻으로 학교에서 강학과 문묘를 함께 병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강학의 기능은 사라지고 문묘제례의 의식만 

남아서 전통문화유산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문묘제례를 교육과는 관계없는 제사로만 보는 것으로 “조선 

중엽 이후로는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문묘제사의 형식

만 남아 쓸데없는 빈 껍질만이 한마을에 한 개꼴로 남아있어 고종이 갑

오개혁한 뒤에까지 지속되었다”(이만규, 2010: 171, 187).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향교는 이조 중엽부터는 점차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그 말기에 이

르러서는 완전히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오직 제사 기관으

로 남게 되었다”(오천석, 1975: 26-30).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향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묘제례의 의식이 교육과

는 별개의 활동으로 다루고 있음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향교에서 거

행된 문묘제례의 예법과 예식이 교육적 기능을 하였음을 먼저 밝히겠다. 

특히 경주향교에는 다른 향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 특이성 즉 

유학과 불교의 습합현상이 확인된다.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경주향교가 신라의 국학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경주향교가 강학과 제례 중에서 특히 제례의 전통을 잘 유지해 왔다는 

점이다. 특히 경주향교의 경우 대성전 전통이 다른 향교에 비해 비교적 

뚜렷하다는 것이다. 역사상의 여러 시대의 삶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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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는 다른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시간이라는 

축으로 길게 늘여 놓은 것과 같다. 역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실존적인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위대성과 진지성을 알게 해준

다. 역사는 사실을 모으는 것만으로는 서술될 수 없다. 사실을 보는 눈

이 필요하다. 교육의 경우에는 그 보는 눈은 교육이론에 의지하지 않고

는 예리해 질수 없다.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을 밝혀내는 것은 어

렵지만, 이러저러한 삶들 중에서 수많은 역사적 사실, 즉 역사에 표현되

어 있는 사료를 찾아보고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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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통적 학교의 사상사적 토대

1. 불교

“불교란 붓다의 가르침이라고 한다. 붓다(佛陀)라 하는 것은 인도고전

어인 팔리어로 붓다(buddha)라 하는데, 그 의미는 ‘깨달은 자’라는 의

미로서 각자(覺者)라고 한역(漢譯)되어 불타(佛陀)로 음사(音寫)되어 왔

다. 그러나 보통 석존(釋尊)을 불타라고 하는데, 석존이란 석가모니세존

(釋迦牟尼世尊, 기원전563～기원전483)을 생략한 것으로 석가족출신의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존칭어이다. 따라서 이 석존이 지금으로부터 2천5

백여 년 전에 북인도 히말라야 산록 현 네팔국의 가필라 성(城)의 왕자

로 태어나 19세에 결혼하고 29세에 출가해서 6년간의 수행 끝에 35세

에 불타로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깨달음을 얻은 곳이 

붓다가야이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지명을 따서 석존을 붓다라고 이름

이 붙여진 것이다”(晩惺, 2001: 15-16).

그런데 “불교가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신(神)의 작위로 보지 

않고 인간스스로의 현실 중에서 파악하고자 한 것을 알 수 있다. 인생

의 고(苦)라는 것은 석가모니 한분에게만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문제이므로 석가모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깨달음

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인류공통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발견한 

것이 된다”(晩惺, 2001: 33).  

우리나라 불교유입은 육로와 해상의 두 경로가 있는데, 육로는 불교발

상지 인도에서 중국을 경유한 육로이고 해상은 인도에서 해상을 경유하

여 삼국이 성립되기 전인 가야의 허 왕후설이 있으나, 정확한 문헌의 

기록이 없어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증명되는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는 제일 먼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6월 진(秦)나라의 왕 부견(符

堅)이 사신과 승녀 순도를 보내 불상(佛像)과 경문(經文)을 주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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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왕이 사례하고 토산물을 보내주었다. 태학을 세워 자제들을 교육시켰

다”4)라고 「고구려본기」에 기술하고 있다. 이때가 우리나라 불교유입의 

시초이다. 다음은 백제로 “침류왕(枕流王) 1년(384) 9월에 호승(胡僧) 마

라난타(摩羅難陀, 생몰년 미상)가 진(晉)나라에서 오자, 왕이 궁중으로 

맞아들여 우대하고 공경하였다. 불교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5)라는 「백

제본기」의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보다는 12년 뒤에 들어오게 되었다. 

마지막 신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들어왔는데, 불교의 수용도 순탄하

지 않았다. 그것은 6부촌이라는 6개의 씨족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상

체계의 통일이 잘 되지 않았다. 신라가 고구려의 세력을 배경으로 발전

하고 있었던 때, “처음에 눌지왕 때, 고구려로부터 승려 묵호자(墨胡子)

가 신라의 일선군(一善郡：善山)지방 모례(毛禮)의 집에 기숙하면서 처

음으로 불법을 전하였으며, 모례는 신라인으로서 최초의 신도가 되었다. 

그때 중국 양(梁)나라의 사신이 향(香)을 가지고 왔으므로 묵호자가 나

아가 분향예불(焚香禮佛)하는 법을 가르치고 공주의 병을 완쾌시킴으로

써 신라왕실에서도 불교를 알게 되었으나 별로 신도를 얻지 못하였다. 

그 뒤 소지왕(炤知王, 재위479~500)때에 고구려에서 아도(阿道)가 들어

와서 불법을 전도한 뒤로는 신봉하는 자가 늘어났다. 신라에 왔던 아도

는 고구려에 왔던 중국 승 아도와는 동명이인(同名異人)이다. 아도라는 

이름은 머리가 없는 자라는 뜻으로 삭발승을 가리킨다. 그 뒤에도 신라 

왕실은 불교공인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씨족중심 귀족들의 끊임없는 

반대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씨족적 기반을 억누르고 중앙

집권적 국가를 확립하고자 했던 왕실파(王室派)들은 법흥왕 중심으로 불

교를 지배체제의 구축을 위한 정신적 지주로 삼아서, 왕법(王法)과 불법

(佛法)을 동일시하고 부처의 위력을 왕의 위력으로 대치하여 강력한 왕

권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법흥왕 7년(520)에 율령을 반포하여 국가조직

4) 小獸林王二年 夏六月 秦王符堅 遣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遣使迴謝 以貢方物 

立太學 敎育子弟 (「三國史記」 第18卷,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5) 枕流王九月 胡僧摩羅難陁 自晉至王迎之 致宫内禮敬焉 佛法始於此.(「三國史記」 第24

卷, 「百濟本紀」 第2, 枕流王 元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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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정비를 일단락 지은 법흥왕은 재임 15년(528)년에 이차돈(異次

頓)의 순교를 계기로 배불파(排佛派)를 제압하고 불교를 정식으로 공인

하게 되었다”6)라고 「신라본기」 법흥왕 조에 기술되어 있다. 

신라는 정식으로 불교가 공인되기까지는 고구려보다 156년이나 차이

가 났지만, 이차돈의 순교이후에는 아무도 불교를 비방하는 사람이 없었

다고 한다. 이렇게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이는 시기는 각 각 달랐지만, 

불교를 수용하면서 강력한 왕권체제를 정비하고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은 삼국이 동일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에 의하면, “이로부터 원광(圓光)과 자장(慈

藏)의 무리들이 서쪽으로 들어가 법을 전해 받아 돌아오니 상하가 믿고 

공경하며, 내외가 받들어 행하여 앞에서 부르면 뒤에서 응하니, 불법은 

날로 번성하였다. 마침내 삼한과 우리의 성조(聖祖)로 하여금 옛 것을 

바꾸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불교를 더욱 숭상하게 하여 

모든 제도에 불교를 많이 이용하였다. 문물을 지키고 이어가는 후대의 

임금들은 그것을 전해 잃어버리지 않았다”7)라고 전하고 있다. 이는 불

교를 국가제도에 많이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삼국이 각각 

6)  法興王十五年 肇行佛法 初訥祇王時 沙門墨胡子 自高句麗至一善郡 郡人毛禮 於家

中作窟室安置 於時 梁遣使賜衣着香物 君臣不知其香名與其所用 遣人䝴香徧問 墨胡

子見之 稱其名目曰 此焚之則香氣芬馥 所以達誠於神聖 所謂神聖未有過於三寶 一曰

佛陁 二曰達摩 三曰僧伽 若燒此發願 則必有靈應時 王女病革 王使胡子焚香表誓 王

女之病尋愈 王甚喜 餽贈尤厚 胡子出見毛禮 以所得物贈之 因語曰 吾今有所歸 請辝 

俄而不知所歸 至毗處王時 有阿道一作我道.和尙 與侍者三人 亦來毛禮家 儀表似墨

胡子 住數年 無病而死 其侍者三人留住 講讀經律 往往有信奉者 至是 王亦欲興佛敎 

羣臣不信 喋喋騰口舌 王難之 近臣異次頓或云處道.奏曰 請斬小臣 以定衆議 王曰 

本欲興道而殺不古辜非也 答曰 若道之得行 臣雖死無憾 王於是召群臣問之 僉曰 今

見僧徒 童頭異服 議論奇詭 而非常道 今若縱之 恐有後悔 臣等雖卽重罪 不敢奉詔 

異次頓獨曰 今羣臣之言非也 夫有非常之人 然後有非常之事 今聞佛敎淵奧 恐不可不

信 王曰 衆人之言 牢不可破 汝獨異言 不能兩從 遂下吏將誅之 異次頓臨死曰 我爲

法就刑 佛若有神 吾死必有異事 及斬之 血從斷處湧 色白如乳 衆恠之 不復非毁佛事

此據金大問鷄林雜傳所記書之 奭韓奈麻金用行所撰我道和尙碑所録(「三國史記」 第4

卷, 「新羅本紀」 第4, 法興王). 

7)  自爾圓光慈藏之徒西入傳法上下信敎 內外奉行先呼而後應 日益而月增 遂使於三韓及

我聖祖葦 舊鼎 尤尊佛敎凡制度多用佛敎 守文繼體 之君傳 而不失(「海東高僧傳」 一

卷第一, 流通一之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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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불교를 수용하였는데, 특히 신라에서는 불교라는 외래종교가 들

어오기 전부터 우리의 고유한 ‘신선사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 예로 

사찰에 가면 삼성(三聖)을 모신 전각(殿閣)이 있다. 우리나라 고유의 산

악신앙인 산신(山神, 호랑이)과 별자리 중에 북두칠성을 나타내는 칠성

신(七星神) 등의 토속신앙을 모시는 전각이 불교 사원 안에 존재하고 있

다. 이는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토속신앙을 받아들인 결

과이다. 

불교는 중국을 통하여 전래되었지만, 한역된 불교경전과 유학경전이 

함께 들어오면서 한자문화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 이 때 설총(薛聰)은 

한자를 해석하기 위해 이두를 만들어서 한자를 쉽게 이해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한자가 정확하게 언제 들어왔는지 문헌상 기록은 없다. 그러나 

다음의 여러 가지 증거로 알 수 있는데, 그것은 414년 광개토대왕비(廣

開土大王碑)의 비문에 고구려 영토를 확장하여 동아시아의 제국으로 발

전하는 극성기를 보여주는 명문을 볼 수 있고, 또한 612년 임신서기석

(壬申誓記石)에 나오는 명문 한자는 화랑의 두 친구가 공부와 인격도야

를 맹서하는 실천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514년 신라왕족들이 신

라 육부촌장의 하나인 사훼부 지방에 다녀가면서 남긴 천전리서석곡(川

前里書石谷)의 300여자와 525년 진흥왕이 영토를 확장하고 북한산에 

세운 진흥왕순수비 등으로 한자가 대략적으로 언제 유입되었는지를 이

러한 금석문과 유적 유물 등으로 유추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통일신라시대 화랑도의 정신은 도의(道義)정신과 충효(忠孝)정신

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불교정신을 주체로 하고, 우리조상의 고유정

신까지 아울러 즉 유 불 선 삼교(三敎)의 원리를 소화 흡수하여 그 정수

를 일체화함으로써 한층 더 신라인의 정신생활을 빛나게 했다. 그것은 

화랑도의 실천덕목으로서 삼덕(三德)과 원광의 세속오계(世俗五戒)를 든

다. 삼덕이란 허공같이 빈 마음상태인 겸허하고 소박한 검소 두터운 인

정인 순후를 말하고, 세속오계는 사군이충(事君以忠), 사친이효(事親以

孝), 교우이신(交友以信), 임전무퇴(臨戰無退), 살생유택(殺生有擇)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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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고려에서는 태조부터 불교를 국교로 공인하여 전국 많은 사찰이 지어

졌으며, 승려들에게 상당한 지위와 사원전(寺院田)이 지급되고 균역도  

면제되었다. 왕의 스승인 왕사(王師) 나라의 스승인 국사(國師)등을 나라

에서 임명하였다.8) 그래서 왕가(王家)에서도 승려들이 다수 나오기도 했

다. 또한 승과제도(僧科制度)가 만들어져 국가에서 승려들을 뽑아서 임

명했다. 이렇게 고려의 불교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통합과 내부정비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삼국간의 투쟁과정에서 나온 호국불교를 바탕으로 한 정치사상은 

고려 건국 이후 기본이념으로 채택되어 국가발전의 유지 및 왕실의 안

녕이 목적이었다. 정기적인 연등회나 팔관회 그리고 대장경을 그 예로 

보여줌으로서 고려시대 호국불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다. 국가의 후

원으로 고려 중기에는 왕실과 문벌귀족을 중심으로 한 교학불교(敎學佛

敎)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고려는 불교가 융성하여 왕실에서 시작된 것

이지만 일반 평민들에게도 전파되어 시골의 여염집까지도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그 예로 목은이색(牧隱李穡, 1328~1396)의 아버지 가정이곡

(稼亭李穀, 1298~1351)9)의 문집인 「가정집」 10권에 ‘의풍루’란 시에서

도 짐작 할 수 있는데 이 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倚風樓(의풍루)     

東都文物尙繁華(동도문물상번화) 

동도(경주)의 문물은 아직도 번창하게 열렸는데,

8) 以僧惠居爲國師 坦文爲王師(「高麗史」 卷2, 世家 卷第2, 光宗 19年(968)).

9) 가정 이곡: 고려 말의 문신. 본관 한산(韓山). 초명 운백(芸白). 字 중부(仲父). 호 가

정(稼亭). 시호 문효(文孝).이다. 한산군(韓山郡)의 향리인 이자성(李自成)의 아들이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효성으로 섬겼다.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서리(椽

吏)가 되었다가, 충숙왕(忠肅王) 4년(1317)에 거자과(擧子科)에 급제하여 경사(經史)

를 깊이 연구하였는데, 당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이 많

았다. 또한 문익점의 스승이자 이제현(李齊賢)의 문인이다. 1333년 원나라 제과(制

科)에 급제, 정동행중서성 좌우사원외랑(征東行中書省左右司員外郞)이 되었고, 원제

(元帝)에게 건의하여 고려에서의 처녀 징발을 중지하게 했다. (「高麗史」 卷第109, 列

傳 卷第22, 諸臣李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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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起高樓拂紫霞(갱기고루불자하) 

다시 높은 누각을 세워 붉은 안개 스치네.

城郭千年羅代樹(성곽천년나대수)

천년 묶은 나무가 성곽대신 벌려 있고,

閭閻一半梵王家(여염일반범왕가) 

여염 동네에도 절집이 반이나 들어찼네.

珠簾捲盡山如畵(주렴권진산여화)

기둥에 걸린 발을 걷어보니 산은 그림 같고,

玉笛吹殘日未斜(옥적취잔일미사) 

옥피리 불다 보니 해도 아직 기울지 않았네.

倚柱吟詩還自笑(의주음시환자소)

기둥에 기대어 시를 읖고 또 홀로 웃으니,

重來不必要籠紗(중래불필요롱사)

다음에 올 때는 초롱불이 필요 없겠네.    『稼亭集』권10

위의 시 구절 중 4연의 ‘閭閻一半梵王家(여염집이 있는 마을에 절집

(梵王家)이 반이나 찼네)’라는 구절에서 경주의 곳곳에 많은 사찰이 지

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때에 의천(義天, 1055~1101)은 교학

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여 천태종(天台宗)을 창시하였으며, 지눌(知

訥, 1158~1210)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여 조계종(曹溪宗)을 

창시하였다. 그 후 무인정권이 등장한 시기에는 내부적인 대립으로 인한 

정치투쟁과 외부적으로는 이민족과의 항쟁으로서 정치적 특성과 호국성

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무신정권이후 교단이 분열되어 불교계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고려 말

기에는 불교 교단의 중심세력이었던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一然, 

1206～1289)과 선교(禪敎)의 융합정신으로서 간화선(看話禪)[불교의 수

행방법으로 화두(話頭)를 살펴 깨달음을 얻는 방법.]을 새롭게 높이신 

보우(普愚, 1301～1382)가 타락한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보수 세력의 영향과 국가의 재정을 위협하고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경제

적문제로 인해 불교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승려들의 타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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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는 더욱 쇠퇴해졌다.  

조선에 와서는 조선건국의 정치이념과 불교는 부합되어 억불(抑佛)보

다 더 강한 척불(斥佛)지경에 다다랐다. 그래서 승려들에게 과중한 부역

이 내려져 사찰을 떠나는 승려들이 많았다고 한다. 그 예로 울산군 웅

촌면 고현리에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운흥사(雲興寺)가 있

었는데, 신라 때 큰 사찰로 선덕여왕도 이곳을 직접 다녀갔다고 전한다. 

이곳에서는 불서(佛書)를 목판으로 개간(開刊)하고 종이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찰은 화재로 소실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폐사연도는 

정확이 알 수 없는데, 단 영조(英祖) 25년(1749)에 출간된 「학성지(鶴城

誌)」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는 이미 폐사되어 절이 없어져 있어서 운흥

사의 폐사연대는 1749년 그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10) 이는 조선 억불

의 한 예로 승려들의 과중한 부역, 특히 종이 만드는 부역을 많이 시켜

서 승려들이 사찰을 떠나거나 난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운흥사 승려들이 

일으킨 난(亂)을 「성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경상도 울산군 운흥사의 중 상릉(尙能)이 여러 절의 중 1백 20여

명을 모아 삼군(三軍)을 만들어서 장수(將帥)을 두고 각(角)을 붙여 

장(杖)을 가지고 정수암(淨水庵)에 이르렀다가, 정수암의 중들에게 

쫓겨난 바가 되어 한사람은 잡혀 옥(獄)에 계류되고 상릉은 도망하

여 충청도로 가게 되어 지금 충주에 있다하니 경(卿)은 여러 고을

로 하여 수색해 잡게 하여 계문(啓問)하라(下書忠淸道觀察使梁順石

曰 慶尙道蔚山郡雲興寺僧尙能聚諸寺僧人一百二十餘人 作三軍置將

帥 吹角持杖 至淨水菴 爲菴僧所逐離散 其隨從僧 已繫蔚山獄矣 渠

魁尙能逃匿不見 今聞因訟在忠州 卿令諸邑搜獲以聞 「成宗實錄」 77

卷, 成宗8年 閏2月 21日 己未4). 

위의 기록에서 보면 울산부에서 충청도 관찰사 양순석(梁順石)에게 난

10) 雲興寺在圓寂山下 新羅眞平王時 元曉所創 至高麗末指空重創 壬辰倭亂寺盡火 甲寅

大熙又重創 入洞口有喚鶴橋洗塵橋靑霞橋吹笛臺天王門外 有數層石橋 名曰臥龍 上有

水閣今廢 洞口石面 刻雲興洞天四大字 洪侯尙賓 僞本倅時書(鶴城誌 1, 1749: 41, 성

범중(국역학성지), 2010: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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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킨 승려를 잡아달라고 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선의 억불(抑佛)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이다.  

2. 유교

유교(儒敎)란 “공자가 계승한 선왕들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문화적 

교육을 통해 덕화(德化)를 실현하려는 도덕적, 정치적 사상체계를 지칭

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유교’ 즉 공자의 가르침을 전승시키는 학파를 

가리킬 때 에 ‘유가’(儒家)라고 불렀고 보통 묵가나 도가 등에 대립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유학’(儒學) 이란 유교를 받아드려 배운다는 뜻

으로 「논어」에서 ‘학’(學)은 ‘교’(敎)에 대비되어 사용된다.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교이고, 배우는 사람입장에서는 학인 것이다. 따라서 유교란 

공자를 통해 가르침의 체계 및 그 해석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유교’란 명칭을 택한 것이다”(김승혜, 2001: 17). 이들은 개념상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사상적 내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유’(儒)의 참뜻은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비롯한 여러 자전을 보

면, 유(柔), 유(濡), 윤(潤)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유(柔)는 부드럽다는 뜻

이고, 유(濡)는 스며들다 젖다. 라는 뜻이며, 윤(潤)은 (물에 젖어)붇다

윤택하다는 뜻이다. 세 글자 모두 ‘젖다’와 관련이 있는데 이것은 곧 

옛 어진이가 가르친 도(道)를 배우고 익혀서 자기 몸에 젖게 한다는 뜻

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을 유라고 했고, 유에는 선비, 학자

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더 넓게 해석하면 ‘사람의 도리를 익혀 자

기 몸에 젖게 한 뒤에 부드러운 모습으로 남을 가르쳐서 마치 하얀 종

이에 물이 스며들 듯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가르침이 젖어들게 하는 사

람’이라는 뜻이다. 자기 몸을 닦는 일 곧 자기수양이니 이것을 수기(修

己)라 하고 남을 가르쳐서 편안하게 하는 일을 안인(安人)이라 하는데 

수기(修己)와 안인(安人)은 유학사상의 바탕이 된다. 말하자면 두 수레바

퀴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유’는 먼저 자기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갖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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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 닦은 후에 남도 가르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방

법을 터득하게 하여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함에 있다. 따라서 유는 없

어서는 안 되는 사람 꼭 있어야 하는 사람 수인(需人) 곧 필수적인 사람

을 말한다”(성균관대학교유학과, 1997: 12).  

특히 유학은 인간중심적 사상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온갖 생물이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인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간이 

귀한 이유를 도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天地之間 萬物之衆 唯最人貴 

所貴乎人者 以其有五倫也 童蒙先習). 유학의 사상체계에 윤리도덕이 핵

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실천에 중심점을 두기 때문에 학자들은 

더러 유학을 철학이라기보다 윤리사상이라고 단정하는 수도 있지만, 이

런 주장은 윤리사상이 뿌리 해 있는 철학적 기반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성균관대학교유학과, 1997: 11).

이와 같이 유교란 초자연적인 힘을 갖추거나 절대자의 위치에서 인간

을 다스리는 그런 인격신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인간은 ‘너’와 ‘나’가 어울리면 그 사이에 관계가 이루

어지고 질서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너와 나의 관계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세상

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된다. 그 사상의 근본은 ‘인(仁)으로서 곧 사랑이

다.’라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다. 인이란 글자는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사람의 관계에 사랑(愛人)을 단계적으로 베풀어 좀 더 절실해

져야 한다고 강조 한다”(성균관대학교유학과, 1997: 24).  

한국유교의 시원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금장태, 2002: 13). 첫째, 기원전 12세기 경 은(殷)나라가 망하자 

기자(箕子)가 고조선으로 와서 홍범구주(洪範九疇)[중국 하나라의 우왕이 

남겼다는 천지의 대법으로 알려진 정치도덕의 9가지 조항의 법칙]의 원

리에 따라 8조 금법(禁法)으로 우리나라를 교화하였다는 기자동래설(箕

子東來說)11)이다. 비록 역사적 사실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부정되고 있

11) 기자동래설: 武王釋箕子之囚 箕子不忍周之釋 走之朝鮮 武王聞之 因以朝鮮封之 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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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사실로 믿어왔다는 점으로서, 한국사학사

(韓國史學史) 및 정신사에서 기자동래설이 지녔던 의의와 실상은 마땅히 

중시되어야 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고조선과 인

접한 전국시대 연(燕)나라를 통하여 한자와 문물이 전래되면서 유교사상

도 함께 전래되었다는 견해이다. 마지막 셋째, 한사군(漢四郡, 기원전 

108년)이 설치되면서 삼국의 발생을 전후하여 중국 문물의 유입과 더불

어 유학사상이 도입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렇게 유학은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외래사상이지만, 우리나라

는 중국유학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소화하여 한국만의 특

성으로 발전시켜 나아갔다. 그것은 유학이 전래되기 이전부터 한국고유

의 사상이 있기 때문인데, 이를 ‘풍류사상’(風流思想) 혹은 ‘선비정신’(先

脾精神)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신라의 대학자로서 문묘에 가장 먼저 

배향된 최치원이 쓴 난랑비(鸞郎碑) 서문에도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

데, 이를 풍류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원래 “중국유학은 하늘과 사람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천인합일’(天人

合一)의 사상이 핵심이나 한국에 와서는 하늘과 사람과의 간극이 없다

는 ‘천인무간’(天人無間)의 주체적 사상으로 발전되어 왔다. 중국은 이기

론(理氣論)을 중심으로 우주론(宇宙論)이 발달함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인간본연의 심성을 대상으로 한 심성론(心性論)적 학문과 수양이 발달하

였다. 이는 한국만의 주체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대표적 

사상인 유(儒) 불(佛) 도(道) 역시 한국만의 특성으로 발전해 왔다. 이처

럼 한국 유학의 고유한 특성은 기존의 중국 중심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

어나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한민족의 심성(性)의 바탕 속에서 고유

의 사상이 정립되어지고 또 외래의 사상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고 볼 수 있다”(김성실, 2014: 416).

일반적으로 유학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자면, 선진시대(先秦時代) 즉 진

子旣受周之封 不得無臣禮 故於十二祀來朝 武王因其朝 而問洪範 (「尙書大傳」 卷二, 

周書 洪範五行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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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통일하기 전 공자와 맹자가 활동하던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

代)의 원시유학(原始儒學) 춘추전국시대의 역사서인 춘추학(春秋學)에 

전(傳)이라 불리는 주석서를 제작하고, 이학(理學)으로 대표되는 신유학

부흥운동을 일으킨 한(漢)대부터 당(唐)대까지의 한당유학(漢唐儒學), 그

리고 송 대를 통틀어 여러 가지 이름(宋明儒學 程朱學 朱子學)으로 불

리어지는 성리학(性理學)이 그것이다. 성리학은 북송(北宋)시기에 대두된 

경전해석의 경향이 남송(南宋)시대에 와서는 주자에 의하여 체계화되어 

소위 신유학이라 불리는 사상운동의 주류를 이루면서 역사적 조명을 통

해서 우리가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한국유학은 단순히 

지리적인 구분이나 시대적인 구분을 통해서만 정의 내릴 수 없는 특유

의 주체성과 기반을 가지고 한국만의 고유한 주체성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다. 

삼국시대 초기에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 유교경전을 가르치는 대

학으로서 태학(太學)을 세운12)사실은 한국유학사에 획기적인 의미를 갖

는다. 또한 경당(扃堂)에서도 유교경전을 가르쳤으며, 율령을 펴고 역사

를 기록하였다. “고구려가 수용한 유학은 정치적인 장전유학(章典儒學)

이 주된 성격특징이었고, 「오경」 「삼사」를 통한 높은 수준의 「경」  

「사」 「문」을 교재로 사용하였고, 또한 태학 경당과 같은 교육기관을 통

하여, 원시유학의 효제충신의 바탕위에 장전제도의 능력적인 한유학을 

발전시켜 문화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시켰다. 이렇게 길러진 문화력은 바

로 그 문화의 내원이었던 한족에 대해 오히려 우월감을 갖기에 이르렀

고, 따라서 거침없는 저항을 계속하여 한사군을 몰아내고 수당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었다”(정낙찬, 2000: 52).       

백제에서도 상당한 깊이의 유학사상이 수용되어[육조의 학술문화를 흡

수], 이를 다시 신라니 일본에 수출하는 문화교역의 중심위치에 이르렀

다. 오경박사제도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는데, 

12)  夏六月 立大學 敎育子弟(「三國史記」 卷第十八,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2年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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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왕실에까지 한자와 유학사상을 전파한 아직기(阿直岐, 생몰년 

미상)와 왕인(王人, 생몰년 미상)박사의 행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라는 삼국가운데 국가발달이나 문화면에서 가장 늦었지만, “뒷날 크

게 번창하게 된 까닭은 가장 불리한 그 지정학적 위치의 덕택이라 할 

수 있었다. 신라는 한자문화권의 영향을 간접적이고 완충적인 소화기관

을 둠으로써 그 충격을 덜 받을 수 있었고, 고유문화를 오래도록 간직

할 수 있었다. 통일국가 건설의 원동력은 이러한 고유문화와 외래문화의 

조화로운 습합과정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정낙찬, 2000: 53). 신

라는 종래의 귀족중심의 골품제도로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없

었다. 그래서 이전의 화랑도 교육의 쇠퇴를 불러일으켰으며, 형이상학적

인 국가지도이념은 불교를 대신하여 현실적 실천윤리인 유교이념으로 

대체시키기 위하여 신라의 대학인 국학에다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여 그들의 세력을 학벌본위 실력본위의 졸업시험과 같은 제도를 

통해 신장시키려고 하였다. 이러한 내적인 노력의 시도가 독서삼품과 실

시였고 그 외적인 노력이 견당유학생이었다. 대표적인 유학자로는 강수

(强首, ?~692)와 설총(薛聰, 650~740)을 들 수 있다.      

삼국의 유학의 흔적들로 서기 414년에 세웠다는 광개토대왕비(廣開土

大王碑)의 비문은 유교문화수준을 증명하며,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은 

당시 청년들의 경전 연구와 유학정신의 실천적 자세를 보여준다. 특히 

화랑들의 무용담과 효도 우애 충성 신뢰의 도덕규범에서 보이는 것처럼, 

충효의 규범이 사회윤리로서 확립되었던 시기라 하겠다. 그리고 진흥왕

순수비(眞興王巡狩碑)에도 유교적 통치원리를 간직하고 있다. 이처럼 삼

국의 유교문화는 경전교육에 기초한 실천적 성격을 띠며 사회제도의 정

비에 힘썼다. 

고려시대로 가면서 전반기에는 과거제도가 실시되었고,13) 국가의례 제

도 등 유교문화의 제도적 정비가 확산되어 갔다. 

13) 戊午九年 夏五月始置科擧 命翰林學士雙巽 取進士(「高麗史」 卷第2, 光宗 9年(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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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승로(崔承老, 927～989)의 상소문 등에서 사회문제에 대

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유학자들의 이념적 각성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김부식(金富軾, 1075년～1151년)의 「삼국사기｣에서 보이는 

유교적 역사인식은 이 시대 유교사상의 심화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하겠다. 후반기의 충렬왕 때 안향이 원나라로부터 주자학을 들

여와서 새로운 학풍을 형성하여 활기를 띠었고, 이색(李穡, 

1328~1396), 정몽주(鄭夢周, 1337～1392)등의 학자들이 영향력을 

확산시켜가고, 정도전과 권근은 조선왕조의 창업에 이념적 뒷받침

과 유교적 사회제도의 구축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조선왕조

의 건국은 성리학의 철학적 이론과 정통론의 신념으로 무장한 도학

(道學)을 국가이념으로 받아들이고, 불교에 대한 억압정책 곧 억불

숭유(抑佛崇儒) 정책을 폈다. 조선의 역대 임금들은 유교이념에 입

각하여 사회제도를 전면적으로 광범위하게 개혁했는데, 세종 때에

는 유교적 국가의례와 제도를 정비하였으며, 유교적 교화체계를 조

직적으로 정비하여 유교사회의 기틀을 확립하였다(금장태 2002: 

14). 

이 과정에서 조선초기의 유학자들은 공신과 관료의 기존세력인 

훈구파(勳舊派)와 도학정신의 실천에 진력하는 신진세력인 사림파

(士林派)사이에 대립을 보여 여러 차례 사림파의 선비들이 희생당

하는 사화(士禍)가 일어났다. 정몽주나 길재(吉再,1353~1419)처럼 

고려왕조에 충절을 지키거나 사육신 생육신처럼 세조의 왕위 찬탈

(簒奪)에 항거하여 절의를 숭상했던 사림파는 조선시대 유교의 이

념적 성격을 형성하였다. 그러다 조선중기에는 사림파의 이상정치

가 실패하였지만, 결국 선비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자 이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당파의 분열로 연결됨으로써 조선후기 사회의 체질

을 형성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 시기부터 소수서원을 비롯하여 

서원 설립이 활발해져 향촌의 유림활동이 확산되었고, 지역사회에

서 향약(鄕約)이 시행되면서 향촌 질서의 유교적 교화가 심화되었

다. 이 시대에 성리학의 이론적 논쟁이 인간의 심성문제를 중심으

로 활발히 전개되면서 성리학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금장태,  

200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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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로 이황(李滉, 1501～1570)과 기대승(奇大升, 1527～

1572)의 사단칠정(四端七情) 문제의 논쟁은 조선유학의 대표적 성리학 

논쟁으로서, 학문적인 큰 업적으로 평가된다. 

조선후기에는 성리학의 이론적 분열에 따라 퇴계학맥의 영남학파와 

율곡학맥의 기호학파로 크게 두 산맥을 이루었다. 여기서 정통성을 강조

하는 기호학파에서는 이이-김장생-김집-송시열-송준길 등 외줄기로 이

어가는 정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조선후기의 유학사상사에 중요한 자

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김장생과 김집은 17세기 전반에는 예학의 

학풍을 일으켜 17세기 후반에는 예학논쟁인 예송의 선하를 열어주었다. 

그러나 성리학의 사변적 공허성과 의리론의 비실리적 명분주의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현실사회제도의 개혁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풍

을 표방하였다. 

18세기 초에는 양명학파(陽明學派)가 형성되고, 당시 새로운 서

구문물도 수용하면서 천주교 신앙운동이 발생하자, 도학파는 이를 

이단사설로 배척하고 정부는 형벌로 금압(禁壓)하였다. 이처럼 조선

후기는 다양한 신념들이 서로 비판과 갈등을 일으키는 다원적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외척의 세도정치가 전개

되자 사림들의 정치적 역할은 위축되고 유교사회의 내부적 타락과 

혼란이 일어나고, 서양열강과 일본의 침략위협이 높아지면서 도학

자들은 강경한 저항논리로써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14)을 제기하여 

쇄국(鎖國)정책을 뒷받침하였다. 한말 도학자들은 침략자에 대한 배

척이론과 상화의 의병활동사이에 다양하고 열렬하게 활동하였다. 

그러나 조선정부는 무력 앞에 개항을 하였으며, 프랑스와 통상조약

을 계기로 신교(信敎, 信仰)의 자유를 허용하게 되었다. 1896년 이

후 민비시해사건 이후 유학자들은 전국적으로 의병활동을 전개하여 

14)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 : 正學을 지키고 邪學을 배척하는 유교의 벽이단(闢異端)이

념을 대변하는 사상이다. 조선왕조체제의 봉건적 질서 유지를 위한 이념이었던 공·

맹·정·주의 학통을 유일한 정학으로 보고 양명학을 비롯한 불교·도교·서학 등 모든 

다른 사상과 학문을 이단적인 사학이라 규정하여, 정통적인 정학은 지키고 외래적

인 사학은 물리친다는 뜻이다. (소위신편(昭義新編) 한국사료총서 제21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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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침략에 대항 하였으나, 1910년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侵

奪)되면서 조선왕조는 멸망과 더불어 국가종교로서의 유교체계도 

허물어졌다. 그러나 가혹한 식민지통치 아래서도 도학파의 선비들

은 의병활동을 일으켜 일제의 동화정책에 비타협적 저항을 전개하

고 전통수호의 보수적 태도를 지켜갔다. 소수의 각성된 유학자들은 

새로운 사조를 수용하고 유교개혁을 추구하며 1910년경 대동교(大

同敎)를 조직하였고, 1920년경 공교(孔敎)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

들은 보수적 유학자들과 서민대중의 호응을 얻지 못하여 실패하였

다. 해방 후 1946년 성균관은 유도회(儒道會)의 조직을 기본구성으

로 전국적 유교의 기구가 국가기관에서 민간기구로 전환하여 새롭

게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유림분규를 수습하여 조직을 재건하고, 

도덕운동을 중심으로 사회교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교적 규범

형식과 가치관은 아직도 전통을 고수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서, 현

대사회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

다(금장태, 20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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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학과 경주향교

1. 국학의 계승으로서의 경주향교

우리나라 전통적인 학교인 성균관과 향교는 강학과 문묘가 함께 이루

어지는 것을 통예로 보고 있다. 비록 향교의 역사는 고려 말에 시작되

었지만 경주향교는 신라의 국학이 자리하고 있던 구역으로 신문왕 2년

(682)에 국학이 설립되고 난 이후 “성덕왕 16년(717) 가을 9월에 당에 

갔던 신라왕자 대감(大監) 김수충(金守忠)이 돌아와 문선왕(文宣王)과 공

문십철과 72제자의 화상도를 갖고 돌아와 바치니 바로 국학에 두었다

.”15)라는 「신라본기」의 기록으로 보아 경주향교는 성덕왕 16년(717)부

터 문묘가 처음으로 실시되어 본격적으로 강학과 문묘가 함께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다. 이때부터 경주향교의 시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경주향교가 우리나라 향교 역사 중 가장 이르면서 마땅히 신라의 국학

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이다. 

경주향교는 「동경지」에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경주 남쪽 4리의 계림 서쪽, 문천 북쪽에 있다. 신라 신문왕 2년

에 비로소 국학을 세웠고, 고려 이후는 향학이 되었으나, 그 터는 

예전 그대로다. 성종 임자년(1492)에 부윤 최응현(崔應賢)이 다시 

지었는데, 제도는 성균관을 본떴다. 임진왜란 때 위판을 도덕산 도

덕암에 임시로 모셨으나 교사건물이 모두 불에 소실되어 오랫동안 

석채례(釋采禮)를 빠트렸다. 경자년(1600, 선조 33)에 부윤 이시발

(李時發)이 당시 성전 3칸과 전사청 3칸을 다시지어 위판을 도로 

봉안하였다. 갑진년(1604, 선조 37)에 부윤 윤성(尹暒)이 당시 동무

와 서무 각 12칸과 전사청 각 2칸을 다시 지었다.(鄕校 在府南四

15) 秋九月 入唐大監守忠迴 獻文宣王十哲七十二弟子圖 即置於大學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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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 鷄林西蚊川北 新羅神文王二年壬午始立國學 高麗以後爲鄕學而

基則仍舊 我成廟朝弘治壬子 府尹崔應賢重修 制度倣成均館 壬辰之

亂權奉位板于道德山斗德庵而校舍灰燼 久闕釋采 萬曆庚子府尹李時

發時 重建聖殿三間典祀廳三間還安位版 甲辰府尹尹暒時 重建東西

廡各十二間典祀廳各二間, 「東京誌」 卷之一, 學校) 

경주향교는 삼국시대 신라도성의 중심지로서 경주지역에서 신라의 옛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이 자리는 원래 신라 신문왕 2년(682)에 

처음 세워진 국학이 있었던 구역으로 우리나라 향교 역사에서 가장 오

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봉림대군(효종, 1619∼1659)의 사부(師傅)였던 

쌍봉 정극후(雙峯鄭克後 1577∼1658)16)가 지은 향교 송단기(松壇記)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국학이 설립된 것은 신라 신문왕 때다. 이

후 유풍(儒風)을 크게 떨쳐 우리나라 문장이 마침내 중국과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고, 또한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일컬어 ‘작은 중

국’ 또는 ‘군자의 나라’ 라고 불렀다. 우리나라 유학이 진흥한 것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고려 이후 국학이 변하여 향학이라 했으나 학

궁(學宮) 터는 예전 그대로였으며, 즉 지금의 향교가 바로 그 자리

다(吾東方 始立國學 在於新羅神文王之世 自時厥後 儒風蔚興 我國

文章 至有伯仲於中國 中國之人 稱之以小中華 或謂之君子國 我東

方興學之効 此其權興也 麗氏以來 國學 變爲鄕學 而學宮之基 則仍

舊焉 卽今之鄕校其地也(조철제역, 2014: 384).

경주향교는 사실 신문왕 2년(682) 국학설치 이전부터 준비하여 계획

16) 쌍봉 정극후: 흥해서 태어났으나, 임진왜란 때 경주 안강 하곡에 들어왔다. 효종이 

봉림대군일 때 스승을 지내 주변에서 이 집안을 정사부 집안이라고 일컫게 되었는

데, 그는 학덕과 인품이 뛰어났지만 글씨도 명필이었다. 그 후손들 가운데 계속 명

필이 배출됐다. 정극후의 손자인 정연(鄭沇), 정연의 아들 정욱(鄭煜), 정욱의 아들 

정충필(鄭忠弼), 정충필의 아우 정동필(鄭東弼)이다. 정충필의 남아 있는 글씨는 양

동마을 '정충각(旌忠閣)'과 골짜기 바위에 새긴 '광영대(光影臺)'이고, 정동필의 남아

있는 글씨는 여강이씨 서당인 '양좌서당(良佐書堂)' 현판 글씨이다.(조철제, 2014. 

또 다른 경주를 만나다. p250, p280, p284∼p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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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것 같다. 진덕여왕 2년(648)에 김춘추(金春秋, 603∼661)와 그의 

아들 김인문(金仁問, 629-694)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들어가 국학을 돌

아본 뒤 석전에 참례하고 돌아온 것이 우리나라에 석전이 처음 알려진 

계기가 되었고 동왕 5년(651)에 대사(大舍) 2인을 두었다는 「삼국사기」

의 기록이 전한다. 

이찬 김춘추와 그의 아들 문왕을 당나라에 사신으로 보냈더니 태

종이 광록경 유형을 교외에 까지 보내어 그를 위로하였다. 그가 도

착하자, 태종이 춘추의 풍채가 영특하고 늠름한 것을 보고 후히 대

우하였다. 춘추가 국학에 나가 석전(釋奠)[공자묘에 봄과 가을에 지

내는 제사]과 강론 참관하기를 청하니 태종이 이를 허락하고 임금

이 친히 지은 온탕비(溫湯碑)와 진사비(晉祠碑)의 비문과 아울러 새

로 저작한 진서(晉書)를 주었다(遺伊湌金春秋及其子文王朝唐 太宗

遺光祿鄕柳亨 郊勞之 旣至 見 春秋儀表英偉厚待之 春秋請詣國學 

觀釋奠及講論 太宗許之 仍賜御製溫湯及晉祠碑幷新撰晉書 「三國史

記」 卷第4, 「新羅本紀」 第5, 眞德王).

국학에는 경(卿)[국학에 설치된 관직 중 학장 급] 박사(博士)와 조교

(助敎)[국학에서 실제 교수를 담당한 관직] 대사(大舍)[국학 기관의 서무

직원]등이 있다. 경주향교는 국학설치 이전인 진덕여왕 5년(651)부터 국

학기관의 대사를 둔 것을 보면 당시의 정치실권자였던 김춘추의 의견이 

반영되어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학이 정식

으로 설치되어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신문왕 2년(682)에 국학의 최고

책임자인 경이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신문왕대는 정무(政務)의 분담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그런대로 성립된 시기였다. 이리하여 고대국가의 

정치체제의 정비가 일단락되고 그 정치사상의 규모가 보다 확대되자 지

배체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유교정치이념의 수립이 요구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교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 설치된 것이 국학이었다. 

경주향교는 신라 신문왕 2년(682) 무신(戊申) 6월 국학으로 창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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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1인을 두고 관장하게 한 것이 시초이다. 그 후 1300여 년간에 걸쳐 

교궁(校宮)의 건물은 폐흥(廢興)을 거듭하였으나 그 기지(基地)는 아직도 

변동이 없다. 이 보다 앞서 진덕여왕 2년(548)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

가 국학을 돌아본 뒤 석전에 참례하고 돌아오니 이것이 우리나라에 석

전이 알려진 처음이며 동왕(同王) 5년(551)에 대사 2인을 두었다는 「삼

국사기」의 기록이 전한다. 이에 대하여 양촌 권근(陽村權近, 1352-1409 

)17)은 말하기를 진덕여왕 때 둔 대사 2인은 국학의 관직이니 신문왕이 

국학을 세우기 전에 이미 이러한 학관들이 있었다면 학교도 반드시 있

었을 터 인데 지금은 상고할 길이 없다고 하였다. 

다음은 경주향교 연혁을 시대별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신라(新羅)는 신문왕 2년(682)에 현 기지(대성전)에서 국학을 창

설하고 경(卿) 1인을 두어 관장하게 하였다. 성덕왕 16년(717)에 대

감 수충(大監 守忠)18)이 당으로부터 공자(孔子)와 공문십철(孔門十

哲)그리고 72제자의 화상도(畫像圖)을 갖고 돌아와 국학에 봉안하

였다. 

고려(高麗)는 태조(太祖) 18년(935)에 신라가 손국(遜國)하자 국

도를 경주로 개칭하고 국학을 향학으로 개편하였다. 성종(成宗) 6

년(987)에 3경 12목에 경학박사를 두니 본교 여례 하였다. 목종(穆

宗) 6년(1003)에 3卿 12牧에 博士, 師長에게 영을 내려 유생들을 

17) 양촌 권근:본관은 안동(安東). 초명은 권진(權晉), 자는 가원(可遠)·사숙(思叔), 호는 

양촌(陽村)· 소오자(小烏子). 권보(權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검교시중(檢校侍中) 

권고(權皐), 아버지는 검교정승 권희(權僖)이다. 정도전 만큼 정열적이지도 않았고, 

정몽주처럼 불사이군(不事二君) 할 만한 용기도 없었지만, 조선이라는 신왕조를 떠

받칠 이데올로기의 초석을 놓은 문형(文衡)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성리학을 국가 통

치 이념으로 올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강문식, 2014, 경학사상 연구 

p368.)

18) 대감 수충(702-?): 어머니는 성정왕후이다. 신라 제33대 성덕왕의 큰아들과 제32대 

효소왕의 유복자라는 두 가지 설이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그 이름과 신라왕자라고 

신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과연 어느 왕의 왕자인가에 대

하여 논란을 빚고 있다. 그가 “성덕왕 13년(714) 봄 정월에 당나라에 보내어 숙위

를 들게 하니......”(十三年春正月 ~ 遺王子金守忠 入唐宿衛......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13)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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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토록 하니 본교 여례 하였다. 인종(仁宗) 5년(1117)에 전국의 

모든 고을에 학교를 설치하도록 조서(詔書)를 내렸다.

조선(朝鮮)은 태조(太祖) 1년(1392)에 각도에 관찰사에게 명하여 

각 고을 수령의 고과(考課)를 그 고을 학교의 흥폐로써 평가하는 

제도를 실시케 하였으며, 성종(成宗)23년(1492)에 부윤 최응현(府尹 

崔應賢)이 모든 제도를 성균관에 준하여 중신(重新)하였다. 선조(宣

祖) 25년(1592)에는 임진왜란으로 건물은 소실되고 대성전의 위판

은 도덕산(道德山) 도덕암(道德庵)에 임시로 이안(移安)하였다. 선조

33년(1600)에 부윤 이시발(李時發)이 대성전과 전사청(典祀廳)을 중

건하고 위판을 환안(還安)하였다. 선조 37년(1645) 부윤 윤성(尹惺)

이 동서무(東西廡) 각 12칸을 중건하였다. 광해(光海) 6년(1614)에 

부윤 이안눌(李安訥)은 명륜당(明倫堂)과 동서재(東西齋)를 중건하

고 대성전(大成殿)을 개수하였다. 효종(孝宗) 6년(1655)에 명륜당 

북장(北墻) 밑에 50년 전 손기양(孫起陽)이 송수를 移建한 곳에 석

축으로 송단(松壇)을 조성하고 왕자사부(王子師傅) 정극후(鄭克後)

가 송단기를 찬하였다. 현종(顯宗) 10년(1699)에 부윤 민주면(閔周

冕)이 송단 동편에 존경각(尊經閣)을 신축하고 동, 서무를 중수하였

다. 숙종(肅宗) 31년(1706)에 상유사(上有司), 진사(進士), 임인중(任

仁重)이 관찰사(觀察使) 김연(金演), 부윤 여필용(呂必容)의 협조를 

얻어 교궁을 중수하였다. 헌종(憲宗) 7년(1841)에 부윤 정취조(鄭㝡

朝)가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였고, 진사(進士) 한문건(韓文健)이 

상량문(上樑文)을 찬하였다. 고종 10년(1873)에 부윤 이만운(李晩

運)이 대성전과 명륜당을 중수하였고 여강(驪江) 이우상(李瑀祥)이 

기문을 찬하였다. 고종 17년(1880)에 부윤 민치서(閔致序)가 교궁

을 중수하고 월성 손상규(孫相奎)가 기문을 찬하였다. 고종 22년

(1885)에 부윤 민영규(閔泳奎)가 유림의 협조를 얻어 교궁을 중수

하고 월성 최세학(崔世鶴)이 기문을 찬하였다. 광무(光武-고종 36

년(1899)에 군수 조의현(趙儀顯)이 유림과 협의하여 교궁을 중수하

고 기문을 찬하였다.

단기 4252년(1919) 향내유림이 묘성계(墓聖稧)를 조직하여 그  

출연금으로 교궁을 중수하였고 정자(正字) 최현필(崔鉉弼)이 기문을 



- 28 -

찬하였다. 단기 4282년(1949) 성균관혁제에 따라 동서무(東西廡)의 

중국제현과 공문십철(孔門十哲)과 송조사현(宋朝四賢)의 봉향을 폐

지하고 송조이현(宋朝二賢)과 동국십팔현(東國十八賢)을 성전에 승

봉(陞奉)하였으며 춘추향(春秋享)을 세 일향(歲一享)[孔子誕日]으로 

변경하였다. 단기 4283년(1950)에 6.25사변으로 교궁을 방치하여 

서재와 전교실이 도괴(倒壞)되었다. 단기 4289년(1956)에 향내유림

이 다시 묘성계를 조직하여 그 성금으로 교궁을 중수하고 전교실을 

복원하였다. 단기 4311년(1978) 명륜당을 중신하고 교궁의 원장(垣

墻)을 다시 축조하였다. 단기 4315년(1982) 서재와 고직실(庫直室)

을 중건하고 풍산 유석우(豊山柳奭佑)가 기문을 찬하였다. 단기 

4321년(1988) 경주시장 마용수(馬龍洙)가 시비지원으로 전사청 4칸

을 중건하였다. 단기 4322년(1989) 경주시장 이상직(李相直)은 시

비지원으로 존경각(尊經閣)을 복원하고, 김향진(金享鎭)이 기문을 

찬하였다. 단기 4328년(1995) 경주시장 이원식(李元植)은 정부지원

으로 명륜당을 중수하였다. 단기 4330년(1997) 경주시장 이원식(李

源植)은 정부지원으로 향교부설 유림회관을 신축하였다. 단기 4331

년(1998) 경주시장 이원식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교궁 동무 및 내삼

문을 보수하고 담장 및 송단을 개수하였다. 단기 4332년(1999) 전

교 이원만(李源萬)이 경주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사회교육진흥법에 

의한 경주향교 부설 사회교육원을 개원하고 교육과정은 한문반 3개

반(초급, 성인, 직장)과 현대문학반(시, 수필), 서예반등 5개 반으로 

편성하고 교수시간은 과목당 년 320시간, 주 4일에 1일 2시간씩 

개강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慶州鄕校誌. 2002: 125-135). 

단기 4333년(2000) 경주시장 이원식(李元植)은 정부지원으로 대

성전을 중수하였다. 중수상량문은 여주이영원(驪州李榮源)이 찬하였

다. 단기 4338년(2002) 경주시장 백상승(白相承)은 정부지원으로 

동재를 중수하였다. 단기 4344년(2011) 12월에 대성전을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 제1727호로 지정하고 안동 김창회(金昌會)가 기문을 

찬하였다. 단기 4351년(2018) 경주시장 최양식(崔良植)이 정부지원

으로 대성전을 중수하였다. 단기 4353년(2020) 경주시장 주낙영(周

落榮)이 정부지원으로 2016년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기둥 외 전면

개보수로 중수하고 안동 권기갑(權奇甲)이 기문을 찬하였다(경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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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홈페이지 http://hyanggyo.kr ).

위와 같이 경주향교는 신라 신문왕 2년에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

고 있는데, 강학기능과 문묘기능 중에서 문묘의 기능만큼은 변함없이 그

대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 경주향교 의례의 특이성(特異性)

경주향교는 우리나라 전체 향교 234곳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

고 있다. 현 경주향교의 구역이 신라의 국학이 존재하였던 곳으로 경주

향교의 의례는 다른 향교의 의례와는 조금 다르다. 춘추(春秋)의 석전대

제도 다른 향교의 경우 봄에는 공자의 기일(忌日)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5월 11일에, 가을에는 공자의 탄강일(誕降日)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9월 

28일에 지내고 있다. 그런데 석전은 성현에게 개학을 알리는 축제인 만

큼 공자의 기일이나 탄강 일에 지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이견(異見)도 

있다. 그래서인지 경주향교는 「고려사」의 기록대로 봄과 가을 음력 2월

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 初丁日)에 지낸다.19) 고법에 의하면 성균관은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지내는 것에 비하여 향교는 2월과 8월의 중정일

(中丁日)이나 하정일(下丁日)에 지낸다. 경주향교가 특별히 2월과 8월의 

상정일에 석전대전을 올리는 것은 경주향교의 지위를 성균관과 동격으

로 간주한 결과이다.  

   

1) 석전대제(釋奠大祭)

옛날 중국에서 자연이나 조상들의 묘에 올리던 제사와 학교에서 앞선 

성인들과 훌륭한 스승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하여 올리던 제사를 말하

는 것이었으나, 후에는 학교에서 행하는 제사만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19) 仲春仲秋上丁釋奠儀 齋戒 前享五日 凡應享之官 散齋三日 皆於正寢 致齋二日 一日

於本司 一日於享所 無本司者 於尙書省 「高麗史」 卷62, 志 卷第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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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봄. 가을에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스승들 중 

훌륭하신 분께 석전을 올렸다. 시대에 따라 모시는 분이 조금씩 다르긴 

하였지만 대부분 공자를 으뜸으로 여겨 공자의 사당인 문묘에서 공자 

및 그 제자들 한국의 유학자 등 명현의 위패를 모시는 제례의식이다. 

이는 모든 유교적 제사 의식의 전범(典範)이며, 가장 규모가 큰 제사이

다. 또한 임금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적 의례이기 때문에 석전을 가장 

큰 제사라는 의미로 석전대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석전은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아 신라가 성덕왕 16년

(717)에 신라왕자 수충(守忠)이 당나라 다녀오면서 문선왕(文宣王)과 공

문십철(孔門十哲)과 72제자(弟子)의 화상도(畫像圖)을 가지고 와서 국학

에 봉안하였다. 이후 고려 헌종 11년(1019) 8월에 신라의 시랑 최치원

이 선성묘(先聖廟)에 배향되고 문창후(文昌侯)로 봉해졌고, 헌종 14년

(1023) 봄 정월에 신라 한림 설총을 선성묘에 종사하고 홍유후(弘儒侯)

로 봉해졌다(성균관, 1994: 957).  

고려 숙종 6년(1101) 4월의 일기를 보면 “국자감(國子監)에서 아뢰기

를, ‘문선왕묘(文宣王廟)의 좌랑(左郞)과 우랑(右郞)에 61자와 21현을 새

롭게 그려 넣고 청하건대 석전(釋奠)에 종사(從祀)하시옵소서’라고 하니 

이를 따랐다.”20)라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국자감에 문선왕을 포함

하여 83위를 설위(設位)한 것은 확실하며 석전을 봉행한 것도 알 수 있

었다. 또한 “문창후(文昌侯) 최치원(崔致遠)과 홍유후(弘儒侯) 설총(薛聰)

은 나란히 남쪽 벽에 모신다.”21)라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설총과 

최치원도 문묘에 종향함으로서 우리나라 성현을 문묘에 배향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시대를 지나면서 성균관 대성전에서는 공부자를 비롯하여 4성 

공문십철22) 송조 6현23) 중국역대 94현과 우리나라 18현 총 133위를 봉

20) 肅宗六年四月癸巳 國子監奏 文宣王廟左右廊 新畫六十一子 二十一賢 請從祀于  釋

奠從之 「高麗史」 卷62, 志 卷第16, 肅宗 6年(1101) 4月)

21) 文宣王廟 文昌侯崔致遠弘儒侯薛聰 竝南壁 「高麗史」 卷62, 志 卷第16, 禮四 吉禮) 

22) 孔門十哲: 閔損, 冉耕, 冉雍, 宰予, 端木賜, 冉求, 仲由, 言偃, 卜商, 顓孫師  「慶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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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 고을의 향교 중에서는 다스리는 지도자의 직

위에 따라 즉 목사(牧使), 부사(府使), 군수(郡守)가 다스리는 곳은 중설

위(中設位, 五聖, 孔門十哲, 宋朝六賢, 東國十八賢)라 하여 39위를 봉향

하고, 현령(縣令) 현감(縣監)이 다스리는 곳은 소설위(小設位, 五聖, 宋

朝四賢, 東國十八賢)라 하여 27위를 봉향했다. 그러다 1949년에 성균관

혁제에 따라 중국역대 94현의 위판을 동 서무(東 西廡)에서 비우고 공

자와 4성 공문10철 송조6현 동국18현 등 합 39위만을 대성전에 배향함

에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의 향교는 그 지방마다 차

이가 있는데, 대부분 향교에서는 25위를 봉안하고 있고 경주향교에서도 

25위를 봉안하고 있다.  

본래 ‘석전’이란 석채전폐(釋菜奠幣)의 줄임말로 ‘채(菜)를 놓고 폐(幣)

를 올리다’는 의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즉 석전은 나물종류만 차

려 올리는 석채(釋菜)와 달리 제물(祭物)과 폐백(幣帛)은 물론 음악과 헌

작(獻酌)이 있는 성대한 제전으로 옛 성현들을 기리기 위하여 문묘에서 

거행하는 제례의식이다. 그리고 ‘석(釋)’은 놓다(舍) 또는 두다(置)라는 

뜻을 지닌 글자로서 ‘베풀다’ 또는 ‘차려 놓다’라는 뜻이다. ‘전(奠)’은 

정(停)의 뜻이다. 상형문자로서 추(酋)는 술병에 술을 담아놓고 덮개를 

덮어놓은 형상으로 술을 빚은 지 오래된 술을 의미하며, 대(大)는 물건

을 얻어놓는 받침대의 모습을 상징한다. 따라서 이는 정성스럽게 빚어 

잘 익은 술을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석전이 제사와는 달

리 시(尸)가 없음은 그 주목적이 예(禮)를 행하는 자체에 있고 보공(報

功)까지 미치지 않음을 뜻한다. 석전은 공자의 도(道)와 덕(德)을 숭상하

는 것을 보이는 것이며 이로써 모든 유자(儒者)들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게 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 

석전대제 때 참례자는 4배를 올리는데, 두 가지 설(說)이 있다. 첫째, 

鄕校誌」, p38～41)

23) 宋朝六賢:周敦頤. 程顥-明道, 程頤-伊川, 邵雍-康節, 張載, 朱熹 「慶州鄕校誌」, 

p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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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는 천지자연에 대한 예의, 2배는 웃어른들에 대한 예의, 3배는 법을 

숭상하는 예의, 마지막 4배는 동포나 이웃에 대한 예의 뜻으로 절을 한

다는 설과, 둘째, 공자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이란 시호를 

받았기 때문에 임금에게 올리는 예법으로서 4배를 올린다는 설이 있다.  

경주향교는 공자를 정 가운데 모시고 그 주위 동서에 4성을 배향(配

享)하고 또 그 둘레 동서 벽 쪽으로 송조 2현과 아국 18현을 종향(從享)

하여 모두 25위를 대성전 안에서 봉향하고 있는데, 봉향 위차(位次)는 

다음과 같다.

정위(正位)에는 대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공자(孔子)를 봉

향하는 위치로 그 방향은 남향을 향한다. 동쪽의 배향(配享)은 연국 

복성공 안자(兗國復聖公顔子)를 제1의 위치로, 기국 술성공 자사자 

(沂國述聖公子思子)를 제2의 위치로 봉향한다. 그 자리는 서향하여 

동쪽에 위치한다. 서쪽의 배향은 성국 종성공 증자(郕國宗聖公曾

子)를 제1의 위치로, 추국 아성공 맹자(鄒國亞聖公孟子)를 제2의 

위치로 봉향한다. 그 자리는 동향하여 서쪽에 위치한다. 

대성전 안의 동쪽 종향(從享)은 제1의 위치에 신라 홍유후(弘儒

侯) 설총(薛聰), 제2의 위치에 宋나라 정자(程子), 제3의 위치에 고

려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제4의 위치에 조선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제5의 위치에 조선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제6의 위치에 조선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제7의 위치에 조선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 제8의 위치에 조선 문원공(文元公) 김

장생(金長生), 제9의 위치에 조선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 제10

의 위치에 조선 문정공(文正公) 송준길(宋浚吉)을 봉향한다. 그 자

리는 서향하여 동쪽에 위치한다. 

대성전 안의 서쪽 종향은 제1의 위치에 신라 문창후(文昌侯) 최

치원(崔致遠), 제2의 위치에 宋나라 주자(朱子), 제3위 위치에 고려 

문충궁(文忠公) 정몽주(鄭夢周), 제4의 위치에 조선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제5의 위치에 조선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제6의 위치에 조선 문정공(文正公) 김인후(金麟厚), 제7의 위치에 

조선 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 제8의 위치에 조선 문열공(文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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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조헌(趙憲), 제9의 위치 조선 문정공(文正公) 송시열(宋時烈), 

제10의 위치 조선 문순공(文純公) 박세치(朴世采)을 봉향한다. 그 

자리는 동향하여 서쪽에 위치한다(경주향교, 2002: 347).

석전의 모든 절차는 종합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는 홀기(笏記)에 의거

하여 진행되며 이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의 규격을 그 원형으로 한

다. 석전은 희생(犧牲)과 폐백(幣帛) 그리고 합악(合樂)과 헌수(獻酬)가 

있는 성대한 제사 의식이다. 다음은 석전향사(釋奠享事)에 관한 준비와 

실제 진행 과정이다(박선덕 2019: 34-70).

준비과정으로 헌관천망(獻官薦望)의 경우, 문묘제례의 의례를 봉행할 

제관을 선정하는 일로서, 제사에 참여 하는 모든 제관들 중에 그들을 

대표해서 헌작할 헌관이 필요하다. 헌관의 자격은 제사를 엄숙하고 정성

스럽게 지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제관을 선출한다. 

선출된 헌관은 삼헌의 예의에 따라 석전의 한 달 전부터 원로급 및 수석

장의 회의에서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을 추천하고 또한 모든 장의들이 모

인 장의 회의에서 집사가 결정된다. 이렇게 천망(薦望)된 집사를 ‘칠집

사’(七執事)라 하는데 칠집사는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

(終獻官), 동분헌관(東分獻官), 서분헌관(西分獻官), 집례(執禮), 대축(大

祝)을 말한다. 천권(薦卷-望紙)전달 때에는 선임된 칠집사에게 문묘제례

에 해야 할 소임에 대한 수락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향교의 관인을 

날인하여 헌관들에게 전달한다. 이때에 헌관(칠집사)들은 천권을 받을 

때에 소반에 정화수를 올려놓고 예를 다하면서 정중하게 받는다. 재계

(齋戒) 때에는 제관으로 선정되어 천망되면 제관으로서의 내면적인 마음

가짐을 갖고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제사는 준비부터 마칠 때 까

지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경(敬)의 자세로 전일(全一)한다. 즉 제사를 

앞두고 제사에 온몸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재계라 하는데 「국조오례

의」에서도 “제사 전(향 4일전)에 재계를 청하여 2일 동안 별전에서 산재

(散齋)하고 1일 동안 정전(正殿)에서 치재(致齋)한다. 무릇 산재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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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吊喪)과 문질(問疾)을 하지 않고, 음악을 듣지 않고, 유사는 형살

(刑殺)문서를 계문하지 않는다. 치재할 때에는 오직 향(享)에 관한 일만

을 계문한다.”24)라고 「국조오례의」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청소(淸掃)

와 재계는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것이라면 청소는 표면적으로 의례공간

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경건함으로 가는 시발점이 된다. 일반제사에도 

쇄소정침(灑掃正寢)은 기본으로 재계다음으로 제사공간을 깨끗하게 쓸고 

닦는 준비과정이다. 특히 문묘 제례 하루 전날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

서 향교내부의 여러 시설들을 청소한다. 제복(祭服)및 제기(祭器)손질 때

에는 장의들은 청소를 마친 후 명륜당에 모여 문묘 당일에 쓰일 제관들

의 제복들을 미리 점검하고 손질한 후 전사청의 제기들을 미리 손질하고 

점검한다. 제물(祭物)준비의 경우 제향에 필요한 제수는 문묘 제례일 

2～3일전부터 장의들이 중심이 되어 미리 예산을 측정하고 제물 물목단

자를 작성하여 전통시장에서 구입한다. 습의(習儀) 때에는 청소를 마치

고 나면 제관들이 모여 사전 예행연습으로 각자 소임에 따라 서야할 위

치 및 행례(行禮)를 익히는 것을 말하는데, 제사에 참여하는 제관들은 

순서에 맞게 홀기에 맞추어 당일 행하는 그대로 연습을 한다. 특히 창

홀(唱笏)을 맡은 집례와 축문을 읽는 대축(大祝)은 개별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창홀의 속도와 제관들의 동선과 동작속도가 맞

아야하기 때문이다. 전일치재(前日致齋)와 집사분정(執事分定)의 경우 

전일치제는 문묘 제례 하루 전에 향교에 들어와 제관들이 모여 동 서재

(東西齋)에 유숙하면서 습의(習儀)와 문묘 제례 준비를 마친 후 저녁을 

먹은 후에 집사 분정을 한다. 이는 천거된 헌관, 집례, 축관, 이외에 제

사 진행시 부분별로 임무를 맡을 사람을 뽑아 역할을 맡기는 의식으로 

집사 분정 회의에서 확정된 칠집사(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동 서분헌

관, 집례, 대축) 명단은 파록(爬錄)[소임이나 직책을 나누어 맡은 사람들

의 이름을 벌려 적은기록]에 기록하여 집사 두 사람이 좌중을 돌며 열

24) 前享四日 禮曹啓聞請齊戒 殿下散齊二日於別殿 致齊一日於正殿 凡散齊 不吊喪問疾 

不聽樂 有司不啓刑殺文書 致齊唯啓享事 凡諸享官及近侍之官應從升者 竝散齊二日 

宿於正寢 致齊一日於享所 「國朝五禮序例」 卷之一, 吉禮齋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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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하게 하고 명륜당 기둥 벽면에 붙인다. 이렇게 집사 분정이 끝나면 

축문을 작성하는데 주향(主享)과 종향(從享)을 합쳐 하나만 작성한다. 진

설(陳設) 때에는 문묘 제례 당일 오전 일찍 진설을 맡은 장의들이 대성

전에 모여 진설을 한다. 미리 전날 제기를 먼저 준비하여 올려두는데, 

다만 축판(祝板)과 술을 담은 준(유기로 만든 술항아리, 희준(犧尊), 상

준(象尊). 산뢰(山礨))만은 당일에 옮긴다. 대성전의 위격의 차이에 따라 

제수의 양이 다르다. 당일 날 본 진행과정으로 시도기(時到記)작성 및 

의관정제의 경우, 입재한 사람의 성명과 본관, 호(號),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들을 기재한다. 오전 9시가 되면 삼헌관을 비롯

하여 모든 제관들이 옷을 갖추고 명륜당에 둘러앉는다. 칠집사는 금관제

복(金冠祭服)차림이고 다른 제관들은 유복차림이다. 전교만 붉은 금관제

복이다. 먼저 전교는 참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한 후에 집례가 전일 

입재하지 못한 제관들과 참례자들에게 헌관과 제집사의 분정을 창방(唱

榜)한다. 분정 창방을 마치면 제향의 시작을 알리는 집례의 창홀을 기다

린다. 문외위(門外位)를 알릴 때에는 본 제향을 위해 대성전 들어가기 

전에 제관들이 대성전 내삼문 마당에 서있는 자리에 선다. 문외위로 나

갈 때는 사고(司鼓)의 지시에 따른다. 점시진설(點視陳設)의 경유, 본 제

향이 이루어지기 전에 진설해놓은 제기에 제물을 담고(實饌具) 제향의 

시작에 앞서 초헌관이 신위 전에 진설한 내용이 법식에 맞는지 최종 점

검을 한다(點視). 문묘제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점시가 끝나고 모든 제

관들이 대성전내 묘정(廟庭)에 자리하게 되면 헌관을 도울 제관들이 먼

저 대성전 안으로 들어간다. 그 제관들은 대축과 여러 집사들인데, 향로

를 받드는 봉로(奉爐), 향합의 뚜껑을 열고 향을 피우는 것을 돕는 봉향

(奉香), 사준(司樽)으로부터 술을 받는 봉작(奉爵), 헌관에게서 잔을 받아 

신위 전에 올리는 전작(奠爵), 그리고 축문을 읽고 음복 상을 준비하는 

대축(大祝)이다. 이들은 본 제관들과 유생들보다 먼저 대성전의 묘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찬인이 대축과 여러 집사들을 인도하여 들어와서 

동쪽을 상석으로 하여 차례대로 북쪽을 향하게 되면, 집례가 ‘사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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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창홀에 따라 4번 절하고 각기 관세위(盥洗位)로 가서 손을 씻고 자

리로 나아간다. 헌폐례(獻幣禮)의 경우, 오성(五聖) 위에 폐비(幣篚)를 올

리는 의례로 초헌관이 신위에 나가 향을 피우고 헌 폐하는 순서로 진행

된다.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가 북쪽을 향해 선 다

음 손에 쥐고 있는 홀을 가슴에 꽂은 후에 손을 씻고 놓여있는 수건에 

닦으며 창홀에 따라 다시 홀을 잡고 알자를 따라 대성전 안으로 들어간

다. 먼저 정위(正位)인 문선왕 신위로 나아가 봉향과 봉로가 도와주는 

데로 하여 향을 세 번 피운다. 다음에 대축이 폐비를 받들어 초헌관에

게 주면 헌관은 이를 받아 헌 폐한다. 다음은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순위로 차례대로 면복(俛伏)을 하면서 헌폐한다. 헌폐한 후 홀을 가슴에

서 빼내어 손에 쥐고 면복을 하고 일어난다. 헌작례(獻爵禮)의 경우, 헌

폐례를 마치고 조금 후에 집례가 ‘초헌례를 행하라’는 창홀이 들리면 초

헌관은 알자(謁者)의 인도를 받아 문선왕 준소(樽所)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선다. 사준(司樽)이 술통덮개를 벗겨 예제(醴齊)를 떠내고, 봉작(奉

爵)이 작을 가지고 술을 받는다. 알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신위 앞으로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게 되면, 초헌관은 집례의 창홀에 맞추어 무릎을 

꿇고 홀을 꽂는다. 봉작이 작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받아서 작을 

헌작하고 그 작을 전작에게 주어서 신위 앞에 올린다. 조금 후에 초헌

관은 홀을 잡고 면복 한다. 그 후에 일어나서 조금 물러나 북향하고 꿇

어앉으면, 대축이 신위의 왼편에서 동쪽을 향하여 굻어 앉아 축문을 읽

는다. 이와 같이 알자가 4배위(配位)로 인도하면 차례대로 헌작을 한다. 

이렇게 초헌관이 첫 번째 잔을 올리고 대축이 축문을 읽는 초헌례(初獻

禮), 아헌관(亞獻官)이 두 번째 잔을 올리는 아헌례(亞獻禮), 종헌관(終

獻官)이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종헌례(終獻禮), 이렇게 차례대로 같은 방

법으로 헌작례(獻爵禮)가 진행된다. 이때 분헌례(分獻禮)는 종헌례와 같

이 진행된다. 단 축문은 초헌례 때만 읽는다. 음복례(飮福禮)의 경우, 초

헌관이 모든 제관의 대표로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받아 마시는 의례를 한다. 철변두(撤籩豆)의 경우, 음복례를 마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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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거두는 의례이다. 철변두는 전내의 모든 제물들을 거두는 것이 아

니라 규정처럼 대축이 전내에 들어가 변(籩)과 두(豆)를 하나씩 조금 옮

겨놓은 것이다. 철변두가 끝나면 헌관이하 모든 참제자가 사배한다. 망

예례(望瘞禮)의 경우, 제물을 거둔 후 축문과 폐백을 태우고 땅에 묻는 

의례이다. 집례가 땅에 폐백을 묻는 의미의 ‘망예하라’는 창홀(唱笏)을 

하면,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묘우의 서쪽에 있는 망예위에 나아

가 북향하여 선다. 알자가 망예위(望瘞位)에 이르러 서쪽을 향하여 서

면, 대축이 축문과 폐백을 거두어 대바구니에 담아 내려와서 구덩이에 

놓으면 집례가 ‘묻어도 가하다’고 하면 대축이 구덩이에서 축문은 불사

르고 폐백은 흙으로 반쯤 메운다.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제 자리로 

돌아간다. 알자는 초헌관의 왼쪽 편에서 예를 마쳤다는 ‘예필(禮畢)’을 

고한다. 그리고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나간다. 헌관들과 유생들이 

모두 나간 후 대축과 여러 집사는 4배하고 위패의 독을 덮고 예찬(禮饌)

을 거둔 후 내집사 및 알자와 찬인은 내려와서 계간의 배위(拜位)에서 4

배한다. 그리고 집례도 4배하고 나감으로써 문묘제례의 본 제향은 마치

게 된다. 봉선(奉膳)의 경우, 문묘제례 이후의 행사에 대한 규정은 「국

조오례의」의 문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전례(前例)에 의하여 구술로 전해

져 올 뿐인데, 모든 행사가 끝나면, 제례에 쓰인 제수들을 참여한 헌관

과 제 집사들에게 나누어 주는 의례를 거행한다. 주로 육포와 밤, 대추, 

호두, 잣, 은행, 등 마른 제수가 담긴다. 그런데 헌관에게는 봉선에다 

별도의 행자(行資)도 드린다. 마른 제수의 봉선이 끝나면 모든 참례자들

은 명륜당과 동 서재 등에서 음복과 식사를 한다. 또한 인근 주민들까

지도 제례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2) 삭망일(朔望日)의 알묘(謁廟) 

매달 삭일(朔日, 초하루)과 망일(望日, 보름)에 향교 대성전(大成殿)의 

선성선현(先聖先賢) 25위께 오전 10시에 분향(焚香)한다. 단 새해에는 

초하루를 지나서 초삼일에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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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부자 기일(忌日)의 헌다례(獻茶禮) 

공자의 기일(忌日)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5월 11일에 성균관과 전국향

교에서 동시에 춘기석전대제를 겸하여 지내고 있다. 그러나 경주향교는 

「고려사」의 기록과 같이 춘기석전은 음력 2월의 정일에 지내며, 기일에 

여성 유도회 주관으로 대성전의 선성선현 25위께 헌다례(獻茶禮)만 오

전 10시에 올린다. 

4) 공부자 탄강일(誕降日)의 알묘  

공자의 탄강일은 양력으로 환산한 9월 28일에 성균관과 전국향교에서 

동시에 추기석전대제를 겸하여 올리고 있다. 그러나 경주향교는 「고려사」

의 기록과 같이 추기석전은 음력 8월의 정일 오전 10시에 대성전의 선성

선현 25위께 지내고, 탄강일에는 향교대성전에서 알묘만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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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습합(習合)현상과 경주향교

1. 교육의 성역(聖域)과 속세(俗世) 

교육은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장면에

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나 항상 존재하여왔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구체적

인 학교 형태로 나타난 것은 삼국시대부터 이루어졌다.25)  

우리나라 교육기관인 성균관과 향교가 있는데, 성균관은 나라의 중앙 

수도에 존재하는 관학이고, 향교는 성균관의 하급기관인 지방의 관학이

다. 고려 말부터 시작하여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일읍일교(一邑一校)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강학(講學)보다 문묘(文廟)의 기능

을 더 우선시하여 이루어졌다. 그곳은 단순한 학교가 아니라 학교안의 

대성전(大成殿)에는 만세종사(萬世宗師)의 스승이신 공자를 중심으로 소

목지서(昭穆之序)의 위차로 중국의 4성과 송조 2현 우리나라 18현의 대 

학자를 모셔놓은 사당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향교하면 명륜당(明倫

堂)보다 대성전(大成殿)을 우선시한다. 그 예로 모든 향교 앞에 하마비

(下馬碑)가 세워져 있다. 이는 향교안에는 선성선현들이 모셔진 사당이 

있기 때문이다. 향교를 들어가려면 아무리 신분이 귀한 사람이라도 말

(馬)에서 내려 향교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임금이라도 말에서 내려야 

한다. 이곳은 단순히 공부하는 학교가 아니라 대 유학자이신 스승이 계

신 곳이기 때문이다. 이는 스승을 존중하는 의미이다.  

신라는 국학이 세워지고(682) 난 뒤에 신라왕자 김수충 대감이 당나라 

사신으로 다녀오면서(717) 공자와 그의 제자들 화상(畵像)을 가져와 학

교에 봉안(奉安)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유학을 집대성하고 계승한 스

승께 존경심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향교의 대성전은 대

2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Ⅰ. 교육의 제도사적 변천을 참조. pp6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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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모셔진 사당으로 교육의 성역(聖域)인 셈이다. 스승을 존경하

는 것은 예교(禮敎)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론적인 것과 함께 실천적

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제자가 집에 들어가서는 부모님께 효성스럽게 하고, 밖에 나가서

는 윗사람에게 공경스럽게 하고, 행실을 삼가하고 말은 성실하게 

하며, 널리 여러 사람을 사랑하되 인(仁)한 이를 친근히 해야 하니, 

이것을 행하고도 여력(餘力)이 있으면 그 여력을 써서 글을 배워야 

한다(子曰 弟子入則孝 出則弟 謹而信 汎愛衆 而親仁 行有餘力 則

以學文, ｢論語｣ 學而篇 6장).

위 인용문 「논어」 학이편 6장에 따르면 학문보다 인성을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실천적 행동을 먼저 

한 뒤에 시간이 허락하면 공부하라는 이야기이다. 교과교육의 과정 보다 

예교의 실천교육이 더 우선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대성전에 모셔

진 스승께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업 전에 알묘(謁廟)하는 것이 예

교의 실천덕목인 것이다. 현재는 문묘의 제례가 교육과는 별개의 것으로 

폄하시키면서 주입식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잘못된 시각이다.  

그런데 조선 초에 문묘의례를 왕권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

지만26) 강학활동과 함께 학교에서 봉행하는 것은 문묘제례의 대상인 성

현은 유학을 집대성하여 도통을 확립하여 다음세대에 전승시키는 스승

인 것이다. 그런 스승에게 예를 다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고 

26) 문묘의례를 왕권강화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이색 등과 같은 성리학자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색의 ‘秋丁與祭文廟’ 라는 시에는 ‘왕화의 성덕이 억년세월을 함

께 흐르리라(王化與聖德 同流彌億年)’라는 문묘제사의 설행에 관한 소개가 실려 있

다. 조선조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가 조선조 문화를 전일적으로 지배하면서 조선후기 

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가 교육을 통하여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관학과 사학을 불문하고 조선조의 모든 교육이 동일한 성리학

적 이념에 토대를 두고 있었던 것도 국가권력의 전제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이해될 

수 없다. 왕권이란 현실적인 힘과 도학이라는 도덕적인 힘이 역사진행의 두 축이 될 

것 임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사회사 연구반(2000). 「조선

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아카넷 pp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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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진다. 우리나라의 가정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의 조상 제사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있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효의 한 방법이다. 이는 결국 나 자신의 존재에 대

한 보답이기도 하다. 나를 존재하게 해준 조상께 제례를 올리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도리이다. 이것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에 익혀

서 훈습(薰習)되어지는 것이다.

자하가 말하기를 어진 이를 존경하되 여색(女色)을 좋아하는 마

음과 바꿔서 하며, 부모를 섬길 때는 능히 그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기되 능히 그 몸을 바치며, 친구(朋友)와 더불어 사귀되 언행에 

성실함이 있으면, 비록 아직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여도 나는 반드

시 그를 배웠다고 이르겠다(子夏曰 賢賢 易色 事父母 能竭其力 事

君 能致其身 與朋友交 言而有信 雖曰未學 吾必謂之學矣 ｢論語｣ 

學而篇 7장).

위의 「논어」 학이편 7장 구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예교, 즉 인성

교육의 실천으로서 몸에 익힌다면, 반드시 배웠다고 인정하겠다는 것이

다. 명륜당에서는 유학의 경전공부를 하고, 대성전에 모셔진 스승께는 

존숭하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훈습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조선조 500년 동안 성균관과 향교는 교육의 장소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관학기관인 지방의 향교에서 실제로 고을의 수령이 

부임하면 향교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훌륭한 학자를 교관으로 초빙하

기도 하고 인재들을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수령의 

임기기간에 고과 점수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명륜당은 강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는 교육의 속세라고 할 수 

있다. 명륜당에서 이루어지는 강학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교육활동으

로 보고 있지만, 대성전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고는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비록 현대에는 이 문묘제례가 제사의 기능으로만 이어져 교육과는 

무관하게 보고 있지만, 「논어」 팔일편 17장 구절을 보면 잘못된 시각임



- 42 -

을 알 수 있다. 

자공이 매월 초하루에 사당에 고유(告由)하면서 바치는 희생양을 

없애려 하자 공자는 자공에게 너는 그 양이 아까운가? 나는 그 예

를 아까워한다(子貢 欲去告朔之餼羊 子曰 賜也 爾愛其羊 我愛其禮 

｢論語｣ 八佾篇 17장).  

자공(子貢)은 그 실상이 없이 함부로 낭비함을 아까워한 것이다. 그러

나 예교가 비록 폐지되었더라도 희생양을 삭일에 올리는 그 규칙(羊)이

라도 남아있으면 오히려 기억할 수 있어서 복구될 수 있거니와 만약 그 

양마저 함께 없애버린다면 곡삭(告朔)하는 예교의 규칙이 마침내 없어질

까 염려하신 것이다. 비록 형식적인 의례라 하더라도 계속 전승되어 후

세에 전하여지길 바라신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향교의 대성전에서 행하

는 제의례는 예교의 실천으로 보고, 교육의 성역(聖域)으로 보았던 것이

다. 그래서 향교의 문묘구역을 건물배치에서도 우위에 두고 있는 것이

다. 대성전과 명륜당의 건물배치에서 중심은 대성전으로 먼저 제례의 공

간을 존중하는 의미로서, 그 지형과 관련되어 대개 평지에는 북쪽으로 

앞에 공자와 성현의 위패를 배향한 대성전을 조성하고 뒤에 유생을 교

육하는 명륜당을 조성하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의 구조로 건축된다. 그런

데 경사지에는 높은 곳에 문묘를 낮은 곳에 명륜당을 조성하는 고묘저

학(高廟底學)의 구조로 건축된다. 이러한 건물배치는 모두 다 문묘공간

을 존중하기 위한 방법이다. 또한 강학공간과 문묘공간을 분리하는 담장

을 설치하는 것도 대성전에 모신 스승들께 최고의 예우를 다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주향교도 이와 같이 전묘후학의 건물배치로 되어 있다. 

앞쪽에 대성전, 뒤쪽에 명륜당으로 되어있어서 우리나라 향교배치의 전

형을 보여주고 있다.  

향교에서 대성전은 예교의 실제로 훈습되어지는 교육의 성역인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명륜당은 유학의 교과를 배우는 교실로서 주로 관리등

용에 이용되어 교육의 속세로 보고 있다. 그 예로 전국적으로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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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 우수한자를 골라서 왕에게 보고를 하여 진사시나 생원시에 바로 

시험 볼 수 있게 가산점을 주기도 하였다.27)

그 이전인 삼국시대 신라는 6부촌이란 신분차별로 당나라 유학이 성

해져 국학이 쇠퇴해지자 과거시험에 가산점을 부여 하게 되는 독서삼품

과(讀書三品科)를 시행하기도 하였다.28) 이는 쇠퇴해진 신라의 국학을 

부흥시키고자 하여 시행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명륜당이 교육의 속세라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명

륜당에서는 교과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대성전에서는 예교(禮敎)의 실천

과정, 즉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서 유생들의 몸에 훈습된다면 명륜당도 대

성전도 다 교육의 장소이면서 성역으로 본 것이다. 명륜당에서 이루어지

는 경전교육은 교육의 속세이고, 대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문묘제례는 국

가의례로서 인간의 도리를 알려주고 가르쳐주시는 성현들께 공경심을 

가지고 예를 다하는 것은 도덕의 실천과정으로 보면서 성역으로 보았던 

것이다. 이 둘의 성역과 속세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이 인간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사회와 국

가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고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영위하도록 도와주

는 계획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잠재력은 경험을 통해서 개발되

며, 경험이 체계적으로 결집되어 문화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험

27) 여러 도(道)의 관찰사는 도내(道內)의 향교 생도(生徒)를 헤아려 골라서 6월마다 도

회소(都會所)를 설치하고 문관 3인을 차출하여 (교수(敎授)나 한산인(閑散人)으로 차

출한다.)강론이나 제술 시험을 보인다. 그중 성적이 우수한 자(경상도·전라도·충청도

는 각 5인씩이고, 나머지 도는 각 3인씩이다.)는 왕에게 보고하여 생원시나 진사시

의 복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준다(諸道觀察使量擇道內校生 每六月 設都會所 

差文官三員(敎授或閒散) 或講論或製述 優等者(慶尙道·全羅道·忠淸道 各五人 其餘道 

各三人) 啓聞 直赴生員或進士覆試 朝鮮時代法令資料-大典通編>禮典>獎勸> 校生).

28) 원성왕 4년(788년) 봄에 처음으로 독서삼품을 정하여 출사하게 했다. 「춘추좌씨전」

이나 혹은 「예게」, 「문선」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며 겸하여 「논어」와 「효경」에 모

두 밝은자를 상으로, 하고 「곡례」, 「효경」, 「논어」를 읽은 자를 중으로,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기로 했다. 혹 「오경」 「삼사」와 「제자백가서」에 널리 통달되

면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 등용되었다. 예전에는 오직 궁술(弓術)로써만 사람을 선발

하였으니, 이때에 이르러 이를 개정하였다(元聖王四年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

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 孝經者爲上 讀曲禮 論語 孝經者爲中 

讀曲禮 孝經者爲下 若愽通五經 三史 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 以弓箭選人 至

是攺之 三國史記 第十 新羅本紀 第十 元聖王 讀書三品科 新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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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개발된다는 것은 실천적인 예교, 즉 인성교육과도 같은 맥락

으로 연결되어진다. “대체로 인성교육은 교과교육과 무관한 또 하나의 

교육활동으로 간주되지만, 교과교육과 관련지으면서 교과교육의 의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인성의 개념은 교육과 무관하게 별도

로 규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 특히 교과를 전달하는 사태와 긴

밀히 관련하여 그 안에서 규명될 수 있고 또 규명되어야 마땅하다. 바

로 여기에 인성교육을 교과교육과 관련하여 파악할 필요와 이유가 있

다”(박종덕, 2014: 126). 

향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서 명륜당에서는 교과교육이 이루

어지고, 대성전에서 선성성현들께 알묘하고 제 의례를 올리는 것은 스승

을 존숭(尊崇)하는 의미로 실천적인 예교(禮敎)인 셈이다. 여기서 실천적

인 예교란 인성교육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진다. 그렇다면 향교의 대성

전과 명륜당의 교육은 다 함께 행하여질 때 완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교육의 속세와 교육의 성역이 함께 공존하여 융합되었을 때 교육의 

완전한 장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 불교와 유교의 습합 현상

불교와 유교는 둘 다 중국을 통하여 한자와 함께 전래되었다. 그것은 

한역(漢譯)된 불교경전과 유학경전으로 한문학의 발달까지 가져왔다. 그

러나 그것은 중국을 통한 것이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국 고

유 신앙인 신선사상(神仙思想)과 함께 한국만의 독특한 양식으로 받아들

여졌다. 특히 삼국시대 신라의 불교는 불교발상지 인도에서 중국을 통하

여 중국에 동화되어 들어왔지만, 우리나라의 고유 신앙인 서악의 신선사

상과 함께 어우러져 한국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로 꽃피웠다. 

그것은 현재도 불교사찰에 가면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나라

민속신앙인 산악숭배(山嶽崇拜)사상으로 불교의 중심전각인 대웅전(大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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殿)보다 우위의 위치에 삼성각(三聖閣)을 배치하여 세분의 신을 모시고 

있다. 그중 한분은 동물을 토템으로 하여 호랑이로 표현되는 산신(山神, 

호랑이)으로 또 한분은 천체의 별을 나타내는 칠성신(七星神, 북두칠성)

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분은 도교와 결합한 신선이거나 선종(禪宗)의 조

사를 모시는 나한신(羅漢神)이다. 산신은 산을 지배하는 신으로 산령(山

靈) 또는 산왕대신(山王大神)이라 부르기도 하면서 동물의 왕격인 호랑

이로 표현하고 있다. 칠성신은 북두칠성(北斗七星)을 보고 인간의 길흉

화복(吉凶禍福)과 수명을 관장하는 신으로 모시고 있다. 그리고 나한신

은 주로 선종의 조사들을 모셔놓았다. 양산통도사 삼성각 안쪽에는 선종

의 승려인 나옹선사(懶翁禪師, 1320~1376), 지공선사(指空禪師, 

1300~1363). 무학선사(無學禪師, 1327～1405)등의 화상도(畵像圖)를 탱

화(幀畫)로 표현되어있다. 이는 불교사찰 안에 산신각 칠성각 삼성각이

라는 한국의 토속신앙을 포용한 것으로서 한국만의 불교로 습합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현재에도 불교사찰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 

다음은 유학에서 불교와 습합된 것으로 경상도 땅 영주에 우리 민족

정신의 원류가 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賜額)을 받은 소수서원이 있

다. “1542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이곳 출신의 유학자 안향선생과 단종 

복위사건으로 죽어간 선비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묘(祠廟)를 세우고 학

사(學舍)를 지었다. 이 서원의 처음 이름은 주자의 백록동서원을 본 따

서 백운동서원이라 했다가 1548년 퇴계선생이 부임해와 나라로부터 사

액을 받으면서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퇴계선생이 처음 부임해 왔

을 때는 이미 피폐해져 이를 복원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자 임금께 상소

를 올려 사액을 받게 되었다. ‘소수’(紹修)라는 이름은 이미 무너진 유학

을 이어 닦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숙수사(宿水寺)라

는 사찰이 있던 곳이었다. 조선조에 들어서 숙수사의 세력이 미미해진데

다 조선의 억불로 선비들이 절터를 차지하고 서원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다. 그런데 서원으로 들어가는 소나무 숲 사이에 불교의 유물인 당간지

주(幢竿支柱)와 석조유물들이 옛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조선의 억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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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보면 이 불교의 석조유물들이 그대로 서원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배척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 소수서원에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할 점은 건물의 배치도에 우리민족의 고유한 사유가 

들어 있다. 그것은 모든 서원이 공자의 사당인 대성전을 모범으로 삼아 

강학공간과 사당의 건물배치가 원래 평지일 경우는 전묘후학(前廟後學), 

구릉지일 경우 고묘저학(高廟低學)인 전학후묘(前學後廟)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곳 소수서원만은 우리조상들의 전통적인 위차법인 

이서위상(以西位上)의 법칙에 따라 동학서묘(東學西廟)의 구조를 하고 

있다. 즉 산자는 동쪽이 상석이고, 죽은 자는 서쪽이 상석으로 보기 때

문이다”(이형권 1998: 56-59).

또한 이 위차 법은 불교에서는 사후세계의 극락(極樂)이 서쪽방향에 

있다고 본다. 특히 영주 부석사(浮石寺)는 극락을 상징하는 안양문(安陽

門)으로 들어가면 무량수전(無量壽殿)이라는 법당이 나온다. 이 법당 문

을 열면 바로 아미타불상(阿彌陀佛像)을 볼 수 있는데, 이곳의 불상은 

특이하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서쪽이 극락정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유학의 시원인 소수서원의 안향선생사당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보고 있는 것은 불교의 건물배치와도 서로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백산 계곡의 청류가 흘러내리는 죽계천이 서원 앞을 흐르고 

있다. 이런 모양은 불교사찰에서 적용되는 법으로서 속세인 차안(此岸)

에서 성스러운 성역인 피안(彼岸)으로 들어갈 때 마음의 때를 씻으라는 

세심(洗心)의 역할로 작은 개울로 경계를 두고 있는 것과 같아 보인다. 

소수서원도 불교의 사찰과 같이 개울로서 교육의 공간인 소수서원을 성

역으로 본 것 같다. 이러한 문화습합현상은 비단 소수서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을 모신 경북지

방의 도동서원(道東書院)에서도 볼 수 있다. 서원의 환주문(喚柱門)을 

들어서면 강학공간인 중정당(中正堂)이 나온다. 중정당을 떠받치고 있는 

기단의 좌우에는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연꽃 모양의 석축이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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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의 공간인 서원에서 불교의 유물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불교사찰 안에서도 유교의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조계종의 본산인 양산통도사에서는 매년 9월 9일 중양절(重陽

節)에 통도사 창건주인 자장에게 향제를 지내고 있다. 이 자장의 사당을 

보면 서원의 문묘공간인 삼문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신라 선덕왕 

12년(643)에 창건된 경주지역의 기림사에서도 습합현상(習合懸像)이 발

견 된다.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에게 매년 두 차례 

2월과 8월의 중정 일에 향사를 지내고 있다. 제수는 모두 기림사에서 

준비하여 지낸다. 그 이유는 매월당 김시습은 승려이자 유학자이다. 우

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인 금오신화(金鰲新話)를 지은 분이다. 처음 매

월당 영당은 용장사 곁에 있었는데, 대원군의 서원 철패령으로 경주에는 

옥산서원과 서악서원만 남겨두고 원사는 모두 훼철되었다. 당시 용장사 

영당은 허물어지고 기울어져 잡초만 무성하자 1878년 경주부윤 민창식

(府尹閔昌植)이 부임하자 당시 기림사 스님들이 절을 잘 관리하고 있다

하니, 기림사 경내에 영당을 건축하고 기림사에서 관리하게 하였다. 그

리고 허물어진 용장사 영당 터와 그곳에 딸린 토지를 매각하여 새로운 

영당 건축에 쓰고, 남은 돈으로는 3건의 토지를 매입하여 기림사 승려

들에게 경작하게 하였다. 그래서 향사의 준비를 기림사에 맡겼던 것이

다. “경주부와 기림사 스님은 매월당영당에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지내

기로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한 절목(節目) 2책을 

꼭 같이 작성하여 경주부와 기림사에 각각 보관하였는데 이들 문서는 

아직도 전해진다. 기림사 매월당영당은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

른다. 이는 한 경내에서 유불(儒佛)이 공동으로 향례를 치르는 공간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조철제, 2014: 242-249). 이와 같이 “불교의 

동화는 삼켜버린다는 의미의 ‘흡수’ 과정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소화’ 

과정도 아니다. 결코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다”(Wright, 1959/1994: 

134). 유학에 불교가 습합되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저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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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향교와 담장을 나란히 하고 있는 요석궁이 있는데, 이곳은 원효와 

요석공주의 사랑으로 설총이 태어난 장소이기도 하다.29) 설총의 아버지 

원효는 요석공주와 결혼하여 설총을 낳은 이후로는 환속하여 스스로를 

보잘 것 없는 소성거사(小姓居士)라 부르면서도 묵묵히 구도자의 길을 

갔다. 그는 불교의 종파를 초월하여 불교교리를 고차원적인 견지에서 회

통시키려 하였다. 그는 분황사에 머물면서 많은 불서를 남겼는데, 대표

적으로 「화엄소(華嚴疏)」 「삼매경소(三昧經疏)」를 남겼다. 원효가 입적

(入寂)하자 설총이 그의 진용(眞容)을 소상으로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공경하고 흠모하여 극도의 슬픔을 표하였다.30)

이 소상은 불교의 부처상을 떠올리게 한다. 유학자인 설총이 그의 아

버지 원효의 소상을 만든 것은 아버지를 받들려는 효의 발현이었지만, 

불교의 습속인 소상이라는 상징을 만든 것은 설총 당시의 신라 사회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표방하면서도 그 이면에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었

다는 증거가 된다.  

특히 경주향교의 대성전구역은 신라국학의 구역으로 학교설립 후 당

으로부터 문선왕과 공문10철 그리고 72현 제자들의 화상도(畫像圖)를 

가지고 와서 봉안한 것은 이미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고려로 오면서 숙종 6년(1101)에 국자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문선왕의 사당에 61자와 21현의 초상을 그리게 하였다.31) 그러다 언제 

29) 薛聦, 字聦智 祖談捺奈麻 父元曉 初爲桑門 掩校勘 該佛書 旣而返夲 自號小性居士 

至我顯宗在位十三歳 天禧五年(1021)辛酉 追贈爲弘儒侯(「三國史記」 卷第46, 列傳 

第六, 薛聰) 

30) 曉旣失戒生聦已後易俗服自号小姓居士 偶得 優人舞弄大瓠其状瑰竒 因其形製爲道具 

以華嚴経 一切無㝵人一道出生死 命名曰無㝵仍作歌流于世 嘗持此千村萬落且歌且舞

化詠而歸 使桑樞瓮牖玃猴之軰皆識佛陁之号 咸作南無之稱曉之化大矣㦲 其生縁之村

名佛地 寺名初開 自稱元曉者蓋初輝佛日之意爾 元曉亦是方言也 當時人皆以郷言稱

之始且也 曾住芬皇寺纂華嚴䟽 至第四十迴向品終乃絶筆 又嘗因訟分軀於百松 故皆

謂位階初地矣 亦因海龍之誘承詔於路上撰三昧経䟽 置筆硯於牛之两角工 因謂之角乗 

亦表夲始二覺之微旨也 大安法師排来而粘紙亦知音唱和也 旣入寂 聦碎遺骸塑真容安

芬皇寺 以表敬慕終天之志 聦時旁禮像忽廻顧 至今猶顧矣 曉甞所居穴寺旁有聦家之

墟云(「三國遺事」 卷第4, 제5義解 元曉不羈 이범교(역) 2005: 330-334)   

31) 肅宗六年四月癸巳 國子監奏 文宣王廟左右廊 新畫六十一子·二十一賢 請從祀于釋奠 

從之(「高麗史」 卷62, 志 卷第16, 禮4, 吉禮文宣王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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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도(畫像圖)에서 소상(塑像)으로 바뀌었는지 정확한 년도는 알 수 없

으나, 공민왕 16년(1367) “문선왕의 소상을 숭문관으로 옮기니 문무백

관이 의관을 입고 시위하였다.”32)라는 「고려사」의 기록으로 보아 고려

의 어느 시기에 화상에서 소상으로 바꾸어 모시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

다. 다음은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화상을 위판으로 바꾸자는 「성조실록」

을 보면 이때까지도 소상이 존재하였던 것 같다. 

심회가 아뢰기를, ‘신이 저번에 개성부(開城府)학궁(學宮)을 보니, 

대성전(大成殿)에 선성(宣聖)과 십철(十哲)의 소상(塑像)이 혹은 팔

과 다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채색(彩色)이 벗겨지기도 하였으

니, 만약 중국 사신이 보면 국가에서 존숭하는 뜻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 또 소상은 옛 제도에 맞지 아니하니, 위판(位板)으로 개정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자, 성현(成俔)이 말하기를, ‘평양 학

궁에 선성과 십철이 모두 소상하고, 또 요동반궁(遼東泮宮)에도 소

상을 설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전조(前朝)로부터 모두 소상을 설치

하였으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입니다.’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소

상은 전조의 구물(舊物)이므로, 아마도 갑자기 개정할 수 없을 듯하

다. 학궁은 빨리 수리하게 하라’(領事沈澮對曰 七站人物殘亡 苦役

倍重 宜加存恤 上曰 令該司 議蘇復之策 沈澮啓曰 臣向見開城府學

宮 大成殿宣聖十哲塑像 或臂足斷折 或彩色剝落 若上國使臣見之 

則國家尊崇之意 掃地矣 且塑像不合古制 改以位板何如 成俔曰 平

壤學宮 宣聖十哲 皆塑像 且遼東泮宮 設塑像 我國自前朝 皆設塑像 

其來已久 上曰 塑像前朝舊物 恐不可卒改 學宮其速修理 「成宗實

錄」 236권, 成宗 21年(1490) 1月6日 己未2). 

유학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향교에 불교가 습합되어 있다는 것은 전

통적 학교를 지칭하는 ‘반궁(泮宮)’이라는 말에 무엇보다도 잘 나타나있

다. ‘반궁’이란 옛날의 전통적인 학교를 가리키는 것인데, 궁의 반은 물

길로 양쪽을 구분시켰다는 뜻에서 학교를 반궁이라 했다. 여기서 구분한 

32) 十六年七月庚子, 移文宣王塑像于崇文館, 文武百官, 冠帶侍衛(「高麗史」 卷62, 志 卷

第16, 禮4, 吉禮文宣王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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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은 바깥세상과 학교를 말한다. 즉 학교를 바깥세상과 격리되는 성역

으로 본 것이다. 이렇게 학교를 성역인 종교로 본 것은 불교의 영향이

다. 지금도 불교 사찰에서는 바깥세상과 구분하는데 조그만 냇가를 만들

어 건너게 하여 바깥세상인 속세에서 성역인 부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 즉 성역인 부처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먼저 번뇌를 씻으라는 세심

(洗心)의 다리를 건너야 된다. 이러한 현상은 불교 사찰 안에 지금도 존

재하고 있다. 

위의 「성종실록」에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조선의 억불에도 불교

의 상징인 소상이 성종 21년까지도 위판(位版)으로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불교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점필재김종직(佔畢齋金宗直, 1431-1492)선생의 

문집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경태(景泰:명나라 대종의 연호)5년 갑술 24세 때 학교에서 여전

히 책 읽고 공부하면서 머무는데, 제자들과 문묘에 예를 표하러갔

다가 흙으로 만든 성현들의 소상이 세월이 오래되어 눈과 손가락. 

관, 홀기를 든 손이 망가져서 마치 오래된 어두컴컴한 절집에 들어

가는 것 같아 대성현들을 감히 존경스럽게 쳐다볼 수가 없어서 조

정에 건의하여 소상에서 밤나무로 된 위판으로 바꾸게 하였다(景泰

五年 甲戌(1454) 先生二十四歲…仍留黌序 讀書 携諸子 入禮夫子

廟 見大聖以下四聖十哲 皆塑以土 歲月旣遠 或目亡而指缺 或冠倒

而笏墜 黯黯如入古寺 見千歲偶人 先生愕然不敢指視 以爲大聖大賢

如有靈 其肯依此 而受享乎 於是 咎始作者之無稽 遂作賦 遺諸子 

俾改以栗主朝廷聞而陳啓 改造位版｢佔畢齋集｣ 年譜).

「점필재집」(佔畢齋集)의 연보 기록으로 보아 1454년을 기준으로 전까

지는 소상이 존재하였고 점필재의 상소로 1454년부터는 소상에서 위판

으로 바꾸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의 억불에도 불구하고 서원이나 

문묘의 공간에 만들어 모셨던 선성선현들의 소상들은 불교의 습합현상

으로 보인다. 



- 51 -

경주향교에서 유학과 불교의 습합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은 대성전의 제의례(祭儀禮) 부분이다. 보통 유학을 가르치는 학교(성균

관, 향교, 서원)의 출입구가 삼문으로 되어있다. 세 개의 출입구는 가운

데는 신도(神道)로서 신(神)만이 들어갈 수 있으며, 제례에 참여하는 자

는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온다. 이는 동입서출(東入西出)의 의

례로 자연의 이치인 “양인 해(日)는 동쪽에서, 음의 달(月)은 서쪽에서, 

생하여서 음양의 장단을 맞추어 천하가 조화롭게 된다(日出於東 月生於

西 陰陽長短 終始相巡 以致天下之和).”는 예기 제의편 22장을 따른 것

으로 대부분의 향교나 서원에서 동입서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경주향교

는 특이하게 동입동출(東入東出)을 하고 있다. 이는 동쪽은 양의 자리이

면서 생의 자리이고 서쪽은 음의 자리이면서 죽음의 자리로 보고 제례

에 참여자는 생자로서 동쪽으로 들어갔다가 서쪽은 죽음의 자리이니 다

시 동쪽으로 나온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경주향교와 도산서원 도동서원 

등 경북의 일부 향교와 서원에서만 동입동출을 하고 있다. 

경주향교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교정에 대성전과 명륜당이 격리됨

이 없이 동일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담 벽을 경계로 

하여 상이한 공간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경주향교는 대성전이 먼

저 나온다. 대성전으로 들어가는 삼문을 신이 들어가는 세 쪽의 문으로 

구분하여 삼신문(三神門)으로 구분하였는데도, 학교안인 명륜당과도 담

장으로 구분시켜 놓았다. 이는 대성전의 문묘공간을 얼마나 신성시 했는

가를 알 수 있는 증거이다. 이는 불교의 대웅전과 같이 공자의 사당을 

신격화 시킨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자는 어디까지나 만세종사

의 스승으로 존경해야지 신격화할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중국의 명나라 시조인 주원장(朱元璋, 재위1368~1398)도 “향교에서 

제 의례를 할 때 ‘공자를 만고의 스승으로 모시는데, 존숭(尊崇)하는 과

정에서 너무 강하다 보니 마치 부처 숭배하듯이 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다”(신정근(역) 2008: 476). 이는 주원장도 공자를 신격화할 대상은 

아니고 스승으로 모셔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공자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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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시키는 것은 불교가 끼친 영향 즉 습합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현상은 지금도 향교에 남아 있다. 향교에서 공자에게 제의례를 지

낼 때는 불교의 부처에게 하듯이 숭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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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먼저 향교에서 치러지는 문묘제례의 교육적 함의(含意)를 

밝히는 것이고, 다음은 경주향교에서 확인되는 불교와 유교의 습합현상

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향교 대성전에서 올리는 문묘제례는 학교에서 성현(스승)에게 올

리는 제의례이다. 그런데 문묘제례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종교로 보기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보아야 이해하기 쉽다. 먼저 

제의례의 의미를 돌아보면 신을 상대로 하는 종교적인 형태로 이해되지

만, 논어 학이편 제9장을 보면 교화적으로 이해된다.  

증자가 말하기를 마침(終)을 삼가고(장례를 신중히 치르고), 먼 

조상(追遠)을 추모하면(제사에 정성을 다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운 

쪽으로 돌아간다(曾子曰 愼終追遠 民德 歸厚矣 論語 學而 第9). 

이 해석은 통치자의 입장에서 증자가 하는 이야기로 조상의 상례와 

제례를 소홀히 하지 말고 이것을 신중하게 치르면, 자신의 덕이 후해지

고 백성들이 교화되어 그 덕이 후한 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제사

는 보본반시(報本反始)[근본에 보답하고 처음으로 돌아감]의 이념으로 

근본에 보답하는 보본의례로서 효와 숭조정신을 계승해나가는 실천적 

의례이다. 그래서 자손은 종신토록 제사를 통하여 조상에게 효도를 다하

여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도 교화의 목적에 있다고 보아진다. 또 「예기

禮記」 제통(祭統)편 의하면 

무릇 사람을 다스리는 길은 예보다 급한 것이 없다. 예에는 오경

이 있으나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대저 제사라는 것은 헤아림

이 밖으로부터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마음에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므로 마음이 두려워서 예절로 받드나니 이런 까닭으로 

오직 어진 사람이어야 능히 제사의 도리를 다 하느니라. 어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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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사에는 반드시 그 복을 받으니 세속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복이라는 것은 갖추는 것이니, 갖춘다는 것은 일백 가지 일에 순조

롭게 따른다는 것의 이름이니 도리에 따르지 않음이 없음을 갖추는 

것이라 하며, 안으로 자기의 마음에 성심을 다하고 밖으로는 자연

의 도리에 따르는 것을 말한다. 충신은 이것을 가지고 그 임금을 

섬기고 효자는 이것을 가지고 그 어버이를 섬기고 따르게 하나니 

그 근본은 하나인(같은) 것이다(凡治人之道 莫急於禮 禮有五經 莫

重於祭 夫祭者 非物自外至者也 自中出生於心也 心怵而奉之以禮 

是故唯賢者 能盡祭之義 賢者之祭也 必受其福 非世所謂福也 福者

備也 備者百順之名也 無所不順者謂之備 言內盡於己 而外順於道也 

忠臣以事其君 孝子以事其親 其本一也 「禮記」 祭統).

위 예기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예법(禮法)의 전형(典型)이

고 으뜸이므로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였고, 또한 제사란 

못다 한 봉양을 쫓아서 하고 못다 한 효도를 길이 이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로 제사의 근본이 되는 것은 효경(孝敬) 효순(孝順)의 마음가

짐을 중히 여겨야 함으로, 일반 가정에서 지내는 제사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하는 것이다. 자신을 있게 해준 조상께 공경

심을 가지게 하고 그 공경심을 통해 자연의 순리처럼 인간의 도리를 따

르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하여금 다시금 자

신을 뒤돌아보게 하는 교화적이면서 실천적 교육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적학교인 향교안의 대성전에서 치러지는 문묘제

례는 종교적 제사가 아니라 ‘예교(禮敎)’의 실천을 위한 학교의 교육인 

것이다. 이는 대성전에 모셔진 성현(스승)에 대한 존경심과 학생에 대한 

존귀함으로 이어져 배움과 가르침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교육으로 형성된 마음이 언제 어디에 있든 성현(스승)의 가르침

은 삶의 길잡이로 삶게 된다. 그래서 문묘제례가 지금의 학생들에게도 

교육적 경험으로 되살려 진다면, 전통문화유산으로 전수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속에서 살아있는 문화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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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주향교의 사례에서 불교와 유학의 습합현상으로 몇 가지 확

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향교가 신라의 국학을 계승하였다

는 것이다. 그것은 경주향교의 대성전구역은 신라의 국학구역으로 국학

개교(668) 후 717년에 신라왕자 김수충 대감이 당에 사신으로 다녀오면

서 공자와 4성 그리고 그의 72현제자의 화상도(畫像圖)를 가지고 와서 

국학에 봉안한 뒤로 바로 강학과 문묘가 함께 이루어져 완전한 관학의 

체계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국의 향교는 고려 말에 시작하여 

조선조 500년 동안 전국에 일읍일교의 원칙에 의하여 세워졌는데, 경주

향교는 신라 성덕왕 때부터 강학과 문묘가 동시에 갖추어져 우리나라 

전통적학교의 관학체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주향

교는 전국 향교 중 가장 이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둘째,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과교육 과정의 강학도 중요하지만, 대성

전의 스승을 존경하는 예교의 과정을 우선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얼마나 존숭하였는지 불교의 부처를 조성하듯이 성현들의 소상을 만들

어 받들어 모셨다는 사실은 「성종실록」의 기록으로 익히 알 수 있었다. 

유학은 내세를 인정하지 않은 철저한 현실주의인데도 소상을 만들었다

는 것은 선성선현들을 너무 존숭한 나머지 신격화한 현상으로 유교가 

불교에 습합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 진다. 지금도 일부 중국이나 배

트남에서는 공자사당의 대성전 안에 공자와 4성인이 소상으로 되어 있

는 곳도 있다. 몇 년 전 울산향교에서 배트남 유교문화탐방을 다녀오면

서 직접 확인한바가 있었다.  

셋째, 경주향교는 신라 신문왕 때 개교가 되었기 때문에 불교와 유학

은 이전부터 전래되어 있었다. 불교와 유학은 삼국시대를 기준하여 그 

이전과 삼국초기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두 종교는 우리나라 전통교육사

에 사상적인 토대를 이루었는데, 불교로는 나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유교로는 사회제도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삼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을 경유하여 들어오게 되어 중국의 도교를 흡수하여 중국적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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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되어 고구려 소수림왕 2년(362)에 전래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불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신선사상을 습합하여 우

리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예로 불교사찰 안에 우

리의 민속신앙의 대상인 산신 등을 모신 삼성각이란 전각이 있다. 그것

은 산악숭배의 우리의 토속신앙을 습합시킨 예라고 할 수 있다. 

유교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우리만의 고유한 ‘풍류

사상’ 혹은 ‘선비사상’을 가미하여 중국과는 다르게 우리만의 유교로 탄

생되었다. 유교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인간중심의 윤리도덕

의 사상으로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현세가 우선이다. 이는 「논어」 선진

편 11장에 공자와 자로의 대화에서도 알 수 있다.  

자로가 귀신 섬김을 묻자 공자께서 ‘산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느냐?’ 하셨다. 자로가 ‘감히 죽음에 대해 묻습

니다.’라고 하자 공자께서  ‘삶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하셨다(季路問事鬼神 子曰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未知生 焉

知死, ｢論語｣ 先進篇 11장).

｢논어｣의 이 구절은 미신에 빠지지 말고, 산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을 

만큼 공경과 정성이 충분하지 못하면 결코 귀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 

먼저 산 사람을 공경하고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죽음의 이치도 알 수 없다는 것, 죽음의 의미를 깨달으려

면 먼저 삶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유학의 경

우, 현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취급된다. 인간이 존중되는 유교는 불

교의 전래와 함께 고구려에서는 태학이, 신라에서는 국학이, 백제에서는 

오경박사제도에 의하여, 백성들에게 학교를 세워 교육의 장을 펼쳤다. 

우리나라 전통적 교육체계는 삼국초기부터 조선말까지 국가에서 운영되

는 관학과 집안이나 사회단체 개인이 운영하는 사학의 형태로 꾸준히 

발전해 왔다.33)      

33)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pp65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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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교육기관 중 성균관은 현재의 국립대학 격이고, 향교는 지방의 

국립고등교육기관 격이었다. 그런데 이곳에는 강학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묘 즉 제의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유학의 경전을 학습하

는 교실인 명륜당과 선성선현(先聖先賢)을 모신 사당인 대성전이 학교 

안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선성선현들께 알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다. 이것은 스승을 존경하는 예교로 경전학습에 비하

여 몸에 훈습(熏習)되는 것이다. 그래서 향교의 건물배치도 문묘공간을 

우위에 설치하였다. 대지가 평지일 때 대성전을 앞에 명륜당을 뒤에 두

는 전묘후학(前廟後學)이 기본이다. 그러나 구릉지일 경우에는 예외로 

문묘공간을 뒤에 두되 높이를 달리하는 고묘저학(高廟低學)으로 배치된

다. 경주향교는 전형적인 배치법인 전묘후학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 안에 선성선현들을 모시는 대성전을 담장으로 구분하여 성역으로 

보았으며, 향교로 들어가는 삼신문을 통과하여 들어갔지만, 또 하나의 

담장으로 명륜당과 대성전을 구분해 놓았다. 향교를 국가의 교육기관으

로 삼아 유학을 주된 교육내용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

전의 종교인 불교가 향교에 융화되어 의례가 강조되었다는 것이다. 이것

은 의례의 성격상 성스러운 것에 대한 존숭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요컨대 의례는 처음부터 종교적 성격을 띠며 향교에서 의례가 

강조된 것도 그러한 종교적 성격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성종실록」의 기록에 나와 있는 반궁은 학교를 지칭하는 것으로

서, 학교는 바깥세상과 격리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즉 학교를 바깥세상과 격리하여 성역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

의 장소를 신성시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장소에 특별히 대성전이라

는 ‘종교적’ 공간을 둔 것에는 공자를 위시하여 유학의 학문적 발전에 

족적을 남긴 위대한 학자-‘스승’-에 대한 남다른 존경의 뜻이 들어 있

다. 이점은 우리로 하여금 학문과 그 길을 걸어간 학자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삶을 뒤쫓으며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른바 ‘선비’-들을 다

시금 뒤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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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말하길 ‘스승님의 도는 우러러 볼수록 더

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단단해 지며 바라보면 앞에 있는가 싶더니 

어느새 뒤에 있도다. 스승님은 차근차근 우리를 이끌어 주시어 학

문으로 나의 지식을 넓혀주시고 예로써 나의 행동을 절제하게 해주

셨다. 그만 두려고 해도 그만 둘 수가 없고 나의 재주는 이미 다하

였는데 스승님은 높은 곳에 우뚝 서 계시니 따라 가려고 해도 따라 

갈 수가 없구나’(顔淵 喟然歎曰 仰之彌高 鑽之彌堅 瞻之在前 忽焉

在後 夫子循循然善誘人 博我以文 約我以禮 欲罷不能 旣競吾才 如

有所立卓爾 雖欲從之 末由也已, ｢論語｣ 子罕篇 10장).

증자가 말하길 ‘군자는 글로써 벗을 만나고, 벗이 있음으로써 서

로 인덕을 닦는다’(曾子曰 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 ｢論語｣ 顏淵篇 

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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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Syncretism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Case of the Confucianistic School of Gyeongju  

Park, Kyung-Ja

Major in Personality Education and Curriculum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University of Ulsan

Major Advisor : Park, Jong-Duk

I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ducational implications of 

ritual ceremony at Confucian temple, and to examine how the 

syncretism of Confucianism and Buddhism investigate took 

place harmoniously, in detail. For five-hundred years of Joseon 

Dynasty, Seonggyun-gwan and hyanggyo served as an 

educational facility for the government to teach Confucianism 

as, Gwanhak, a government-oriented study. As a part of 

curriculum, Ganghak should have been naturally taught in 

school. Nevertheless, instead of Ganghak, munmyo, a temple of 

Confucius was prepared in school, not at a private home 

setting. Questioning such phenomenon, this study seeks to 

examine possible implications of the ritual ceremony at 

munmyo from an educational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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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Confucianism 

was introduced to Korea after the doctrines of Chu-tzu were 

presented in the land. As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recorded that before the unification of the three states, Kim 

Chun Chu had requested military support from Tang dynasty, 

and visited Tang's schools and observed its school system on 

his way back to Shilla from Tang as an envoy, Silla became 

the herald of foundation of national school. Silla's first national 

school was established in the 2nd year of King Sinmum(682), 

and it was in the 16th year of King Sungduk of Silla(717) when 

an aristocrat named Kim Su Chung brought a portrait of 

Confucius, ten the most excellent disciples of Confucius, and 

their seventy-two followers from Tang and enshrined it in the 

national school that Ganghak began to be practiced along with 

munmyo.  

The present Gyeongju hyanggyo, that is a Confucian 

temple and school, is rightly deemed to have succeeded to the 

national school of Silla. Silla adopted Confucianism as the 

governing principle of the state, and saw that a powerful royal 

authority must be a prerequisite of the state. Therefore, 

Confucianism preceded Buddhism i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foundation of Confucianism which it adopted as its 

governing ideology, Silla used Buddhism to build centralization 

of power and unify the three states, successfully. In Gyeongju 

hyanggyo, Buddhism and Confucianism co-existed, creating 

syncretism without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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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교육기관의 제도사적 변천

‘교육’이라는 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문자’의 전개가 필수적이다. 

삼국시대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문자가 사용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정확

히 알 수는 없으나 고조선 말기에 유학 경전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

측할 수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삼

국시대에는 이미 국가적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각 국가가 필요로 하

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1. 관학(官學)

1) 태학(太學)

태학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설립되었으며, 삼국 중 가장 먼저 

고대 국가의 체제를 갖추어서 일찍부터 중국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한문과 유학을 장려하고 숭배했다. 고구려의 학교 교육은 지식과 사상의 

전달 수단인 문자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우리민족이 국가에 의해 설립된 

관학으로 최초 고등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 

소수림왕 2년 여름 6월에 진나라 왕 부견이 사신과 중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으므로 왕이 사신을 보내어 답례로

써 토산물을 바쳤다. 태학을 세워 자제들을 교육하였다.(小獸林王

二年夏六月 秦王符堅遺使及浮屠順道 送佛像經文 王遺使廻謝以貢

方物 立太學 敎育子弟 「三國史記」 卷第18, 「高句麗本紀」 小獸林

王).  

태학은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 관한 기록 중 최초의 것이다. 고구려

의 제도는 전진의 영향을 받아 개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무렵에는 

전진에서도 태학을 중수하고 학자를 우대하여 유교를 장려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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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 고구려는 나라의 총력을 영토 확장과 정복사업에 힘 기울이고 

있었는데. 소수림왕 대에 이르러 잠시 전쟁을 지양하고 국가 내부적 문

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불교가 수용되

고 문화를 발전시키며 태학도 설립하게 된 것이었다. 태학조직에 관해서

도 삼국사기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영양왕 11년 봄 정월에 수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하였다. 왕

이 태학박사 이문진에게 명령하여 옛 사기를 요약하여 신집 5권을 

만들게 하였다. 나라의 초창기에 처음으로 ‘문’자를 사용할 때에 어

떤 사람이 기사 1백 권을 쓰고 이것을 유기라 하였는데, 이 때에 

와서 요약 수정하였다.(嬰陽王十一年春正月 遺使入隋朝貢. 詔太學

博士李文眞 約古史 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時 有人記事一百卷 名

曰「留記」至是冊修. 「三國史記」 卷第20, 「高句麗本紀」 嬰陽王).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가 일찍부터 문자를 사용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찍이 고구려 「유기」 100권이 있었고 태학박사 이문진이 이

를 축약하여 신집 5권으로 정리했다고 하는 것은 고구려인의 학문수준

의 높이를 짐작케 한다. 특히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유기｣라는 사서를 

백 권, 오늘날의 권 개념과는 분량에서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분량임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삼국사기｣는 모두 50권이니 ｢유기｣ 100권을 

쓸 정도로 문자를 쓰는 것에 능숙했음도 아울러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유교경전과 역사서에 이르는 다양한 서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구열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학과 한문과 역사에 이해가 

깊었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태학교육의 주요 과목은 5경 3사(五經三史)였다. 5경은 「시경(詩經)」, 

「서경(書經)」, 「주역(周易)」, 「예기(禮記)」, 「춘추(春秋)」이고, 3사는 「사

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이다. 그리고 「역서(歷書)」, 

「의서(醫書)」, 「산서(算書)」, 「악서(樂書)」, 「병서(兵書)」등도 읽었을 것

으로 추정하는데 입학자격은 귀족 등 상류층 자녀들을 위한 것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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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관리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었다.  

2) 국학(國學) 

국학은 신라가 삼국통일 이후 국가정치제도를 정비하고 확대함에 따

라 지배체제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해졌다. 이때 설립된 유교교육을 담

당하는 국립고등기관으로 학교가 완비된 것은 신문왕 2년(682)이지만, 

진덕여왕 5년(651)에 이미 국학의 직제에 해당하는 대사(大舍)라는 관직

을 두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보면, 이때부터 준비하여 진행된 것임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당시 실권자였던 김춘추가 648년에 당에 가서 

석전과 강론을 참관하고 돌아와 국학의 설치를 건의한 데서 비롯된 것

으로 보인다. 교수과목으로는 ｢논어｣와 ｢효경｣을 비롯해 ｢예기｣, ｢주역

｣, ｢상서｣, ｢모시｣, ｢춘추좌씨전｣, ｢문선｣등이었다. 이것은 경학(經學)이 

주가 되고, 거기에 문학(文學)이 부수되었음을 말해 준다. 그런데 이 교

수 과목은 전공을 3분과(分科)로 나누고 ｢논어｣와 ｢효경｣을 공통 필수로 

하였다. 특히 ｢논어｣와 ｢효경｣을 3과 공통의 일반 필수로 한 것은, 그것

이 유교의 윤리수신(倫理修身)에 관한 중요 과목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

다.  

그런데 신라 국학의 교수과목에서 또 다른 특색은 경학과 문학 이외

에, 비록 부수적이지만 특수한 기술 분야인 수학(數學)등의 과목도 부과

된 점이다. 즉, 국학에 산학박사(算學博士)나 조교 1명을 두어 철경(綴

經), 삼개(三開), 구장(九章), 육장(六章)등을 교수하게 한 것이다. 박사 

직은 산학 이외에도 누각(漏刻), 천문, 의학, 율령 등이 있어 각기 학생

들의 교육을 담당했으나, 이러한 기술 분야는 각각의 전담 기관이 설치

되어 있어 그 곳에서 실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 분야만은 국학에서 

부수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국학의 직제는 학장급인 경을 비롯하여 박사, 조교, 대사, 사 등으로 

편성되고 입학 자격은 대사 이하의 경위로 한정되었다. 입학 연령은 15

세에서 30세로 재학기간은 9년을 원칙으로 했다. 자질을 인정받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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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퇴학을 당하고, 자질을 인정받으면 비록 9년이 지나도 재학을 허용 

받아 벼슬이 대나마(大奈麻), 나마(奈麻)에 이른 후에야 졸업하게 되었

다. 국학에는 성덕왕 16년(717) 가을 9월에 신라왕자 수충(守忠)대감이 

당(唐)으로부터 문선왕, 공문십철, 72제자의 화상(畵像)을 가져다 봉안함

으로써 명실상부한 유교교육기관으로서의 체제를 완비하게 되었고, 국학

의 직제도 「삼국사기」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성덕왕 16년 봄 2월 의학박사, 산학박사 각 1명씩을 두었다. 가

을 9월에 당나라에 들어갔던 대감 수충이 돌아와 문선왕과 10철과 

72제자의 화상을 바치매 곧 태학에 비치하였다.(聖德王十六年春二

月 置醫博士 算博士各一員 秋九月 入唐大監守忠廻 獻文宣王十哲

七十二弟子圖 卽置於太學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

德王).

경덕왕 6년 봄 정월 국학에 제업박사(의학, 천문, 산학 등 기술과

목)와 조교를 두었다. 경덕왕 8년 봄 3월에 천문박사 1명과 누각박

사 6명을 두었다.(景德王六年春正月 置國學諸業博士助敎 景德王八

年春三月 天文博士一員 漏刻博士六員 「三國史記」 卷第9,  「新羅

本紀」 第9, 景德王).

국학은 신라 하대에 들어와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고, 족

적전통(族的傳統)을 중시하는 진골귀족(眞骨貴族)의 외면과 당나라 유학

생의 증가로 국학이 유명무실해지자 국학을 강화하고자 원성왕(元聖王) 

4년(788)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설치하였다.   

원성왕 4년 봄 독서삼품과를 정하여 벼슬을 하게 되었는데, 춘추

좌씨전, 예기, 문선을 읽어서 그 뜻을 능통이 알고 겸하여 논어와 

효경에 밝은 자를 상으로 하고 곡례, 논어, 효경을 읽은 자를 중으

로 하고 곡례와 효경을 읽은 자를 하로 하였다. 만일 5경, 3사, 제

자백가서에 다 능통한 자는 등급을 밟지 않고 이를 등용하였으며 



- 69 -

전에는 단지 활 쏘는 것으로 인물을 선발하던 것을 이때에 와서 고

쳤다.(元聖王四年春 始定讀書三品以出身 讀春秋左氏傳 若禮記若文

選而能通其義 兼明論語 孝經者爲上 讀曲禮 論語 孝經者爲中 讀曲

禮 孝經者爲下 若博通五經 三史 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前祇以弓

箭選人 至是 改之 「三國史記」 卷第10, 「新羅本紀」  元聖王).

독서삼품과의 시행은 국학의 유생들에게 유학의 이해를 더 한층 심화

시키고 쇠퇴해진 국학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관리등용에도 적용시켰

지만, 어디까지나 국학을 강화하고자 한 정책에 불과하다. 특히 국학의 

교과목 중 5경과 3사 그리고 제자백가서에 다 능통하면 등급을 밟지 않

고 관리로 등용시킨 것은 국학의 교육적 기능을 발전시키고 국학을 더 

한층 발전 시키고자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국자감(國子監) 

국자감은 고려초기부터 신라의 국학을 이어서 운영해온 국가적인 교

육기관으로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오늘날의 국립종합대학이

다. 제6대 성종은 11년(992) 12월에 이르러 국가에 봉사할 인재를 양성

하라는 교서를 내려, 유사에게 좋은 장소[勝地]를 가려서 널리 서재(書

齋)와 학사(學舍)를 세우고 전장(田莊)을 지급하여 학교의 제정을[學粮] 

충당하게 하였으며, 또 국자감을 창설하게 하였다.34) 그리고 연달아서 

병인교서를 내렸는데, 고려사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성종 11년(992) 12월 병인교서를 내려 말하기를, 임금이 천하를 

교화하는 데는 학교가 제일 급선무이다. 요순의 유풍을 계승하고 

주공과 공자의 도를 닦으며 국가의 헌장제도를 설정하고 군신상하

의 의례를 분간하여야 하는바 현명한 선비가 아니면 어찌 이러한 

규범들을 창안할 수 있겠는가, 하늘절기를 계산하고 영토를 개척하

며 큰 나라를 보전하고 공을 세우는 일은 마땅히 장려 할 것이요 

34) 十一年十二月 敎 有司相得勝地 廣營書齋·學舍 量給田㽵 以充學粮 又創國子監 (「高

麗史」 卷 第74, 志 第28, 選擧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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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라도 폐기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창업한지 오래이며 문치로서 

융성하여졌다. 나는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서 왕위를 계승한 이후 

구류(九流)[유가(儒家), 도가(道家), 음양가(陰陽家), 법가(法家), 명

가(名家), 묵가(墨家), 종횡가(從橫家), 잡가(雜家), 농가(農家)]의 학

설을 밝히고 사술지문(四術之門)[시(詩), 서(書), 예(禮), 악(樂)의 학

과 과정]을 열고자 한다. 그래서 저 어린아이들을 일깨워 학교에 

두니 횡중(黌中)과 직하(稷下)에는 책 읽는 선비들이 무리를 이루었

고 하서(夏序)와 우상(虞庠)에는 배우려는 무리들이 저자를 만들었

다. 시험장[綸闈]을 열어 재주를 겨루고 중서성(中書省)을 열어 인

재를 발탁하는데, 성(省)에 나아가 시험을 보는 자는 오히려 많으나 

신선(神仙)이 과거를 점지한 자는 늘 적다. 이는 곧 배우고 싶어도 

학교와 스승[塾黨]이 없어서 재능을 제대로 갈고 닦지 못하기 때문

이다. 해당 관청에 명을 내리니 서로 좋은 땅을 얻어 널리 학사(學

舍)를 세우고 전장(田庄)을 헤아려 나누어 주어, 그들에게 금을 단

련하여 참되게 하고 옥을 갈아 그릇을 갈듯이 하도록 하라. 무릇 

여러 유신(儒臣)은 바라건대 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丙寅 敎曰 王者化成天下 學校爲先 祖述堯舜之風 聿修周孔之道 

設邦國憲章之制 辨君臣上下之儀 非任賢儒 豈成軓範 揆天拓地 保

大定功 固將崇獎而行 不可斯須而廢 國朝創業已久 守文以興 寡人

謬以眇躬 忝居大寶 思闡九流之說 廣開四術之門 發彼童蒙 置諸學

校 黌中稷下 橫經之士成群 夏序虞庠 鼓篋之徒爲市 啓綸闈而較藝 

闢會府以掄材 就省試者猶多 占仙科者尙少 斯則學無塾黨 才未精硏 

其令有司 相得勝地 廣營學舍 量給田庄 使之金鍊爲眞 玉磨成器 凡

在諸儒 尙知予意 是月親祫于大廟 「高麗史」 卷第3, 世家 卷第3, 成

宗壬辰11年 12月).

국자감은 크게 유학부와 잡학부로 나뉘었다. 유학부는 다시 세 분야

(국자학, 태학, 사문학)로 나뉘었고 전문학과인 잡학부도 세 분야(율학, 

산학, 서학)로 나뉘었는데, 유학 3부의 국자학에는 3품 이상, 태학에는 

5품 이상, 사문학에는 7품 이상의 자손과 서인이 입학할 수 있었고, 잡

학 3부에는 모두 8품 이하의 자제와 서인(庶人)이 입학할 수 있었다. 국

자감의 학과는 ｢효경·논어｣ 1년, ｢상서·공양전·곡량전｣ 각 2년, ｢주역·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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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주례·의례｣ 각 2년, ｢예기·좌전｣ 각 3년을 전부 교수 받아야하며, ｢율

학·서학｣은 ｢국어·설문·자림·삼창·이아｣ 등을 독서하여야 했다. 학생 수

는 유학 3부에는 각각 300명으로 하였으나 많을 때는 600명까지 되었

으며, 덕종(德宗) 즉위년(1031)에는 국자감시(國子監試)35)를 실시, 학생

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숙종(肅宗) 6년(1101)에는 국자감에 서적포

(書籍鋪)36)라는 국립도서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국자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등용시험인 과거와 연계시켜서, 재학 중에도 시험을 볼 수 

있게 했다. 년 4회 계절별로 보게 한 뒤 시험을 보아서 성적에 따라 곧

바로 과거에 나갈 수 있게 하였는데, 이는 학생의 성적에 따라 응시자

격을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인종(仁宗) 14년(1136) 8월의 「고려

사」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에서 아뢰기를, 국학생도들의 품행과 실력

을 푼수(分數)하여, 14푼(分) 이상이면 바로 제3장(第三場)에 응시

하게 하고, 13푼 이하 4푼 이상이면 시부장(詩賦場)에 응시하도록 

하십시오.(十四年八月 中書門下奏 國學諸生 行藝分數 十四分以上 

直赴第三場 十三分以下 四分以上 赴詩賦場 「高麗史」 卷16, 世家

卷16, 仁宗 14年) 

국자감의 학생들은 과거에 응시할 때 예비 시험을 면제받고 바로 감

시(監試)에 응시할 수 있었으며, 학업이 우수한 자는 감시나 과거의 일

부도 면제받았다. 국자감은 설치 당시부터 국가의 절대적인 후원아래 출

발하여 토지까지 지급되었으나,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재정의 궁핍으로 

운영이 위축되고 부실화되었으며, 끝내 무신정권, 몽고지배 등으로 인해 

35) 국자감시: 윤10월 기유 일에 처음으로 국자감 시험제도를 설정하였다.(閏月 己酉 始

設國子監試 「高麗史」 卷5 世家 卷第5, 德宗1年) 

36) 서적포(書籍鋪): 임신(壬申) 제서(制書)를 내려 비서성(秘書省)의 서적 판본(板本)을 

쌓아놓아 훼손되고 있으므로, 서적포를 국자감에 설치하여 이것을 옮겨 보관하고 

널리 모사(摹寫)하고 인출(印出)하도록 하였다.(壬申 制以秘書省文籍板本 委積損毁 

命置書籍鋪于國子監 移藏之 以廣摹印 「高麗史」 卷第5, 世家 卷第11, 德宗6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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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왕조 내내 번성하지는 못했다. 국자감을 정상화 시키고자 예종(睿

宗) 14년(1119)에 안향의 건의로 양현고(養賢庫)37)를 설치하고, 또한 몽

골과의 전쟁과 토지 제도의 문란으로 다시 운영이 마비 상태에 빠지자, 

성균관 학생의 식사와 등유(燈油)ㆍ돗자리(鋪席) 등 여러 가지 교육 기

구와 석전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섬학전(贍學錢)[유학의 진흥을 위

한 장학기금]도 마련하여 재정을 보충하기도 하였다. 

국자감에 대한 고려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자감은 그 명칭이 고려 

후기에 몇 차례 개칭되는 등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되자 침체를 거듭하

며 국자감의 운영에 큰 변혁이 생겼다. 국자감은 사학의 발달로 위축되

어 충렬왕(忠烈王) 원년(1275)에 관제가 격하되어 국학으로 개칭되었다

가 충선왕(忠宣王) 즉위(1298)년에 성균감으로 다시 충선왕 34년(1331)

에 성균관으로, 또 공민왕(恭愍王) 5년(1356)에 국자감이라 하였다가 다

시 공민왕 11년(1362)에 성균관으로 바뀌었다.38)

4) 성균관(成均館) 

고려 말에 이미 태동되어 조선으로 이어온 성균관은 조선 왕조가 들

어선 뒤에도 그대로 존치되어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서울에 설치한 조선의 최고교육기관으로 태학(太學)·반궁(泮宮)·현관(賢

關)·근궁(芹宮)·수선지지(首善之地)라고도 하였다. 성균(成均)이란 이름도 

주나라의 유교 경전인 ｢주례｣에서 따온 것으로 더하면 덜어내고 덜하면 

더해서 조화를 이루고자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조선의 성균관은 고려시

대의 국자감이 기술교육까지 담당했던 것과는 달리 유학교육만을 전담

37) 예종(睿宗)〉 14년(1119) 7월에 국학(國學)에서 처음으로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고 

선비를 양성하게 하였다. 국초(國初)부터 진작 국자감(國子監)에 문선왕묘(文宣王廟)

를 세우고 관원(官員)과 스승을 두었으며, 선종(宣宗) 때에 이르러 장차 교육을 실시

하려고 하였으나 미처 겨를이 없었다.(十四年七月 國學始立養賢庫 以養士 自國初 

肇立文宣王廟于國子監 建官置師 至宣宗 將欲敎育 而未遑 「高麗史」, 志 卷第28, 選

擧2 學校).

38) 成均館掌儒學敎誨之任 十一年 復稱成均館 「高麗史」 卷76, 志 卷第30, 百官1, 成均

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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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성균관은 위치는 고려시대는 개성(開城)에 있었고 조선시대에는 서울

(漢陽)의 숭교방(崇敎坊)[明倫洞]에 있었는데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다. 

조선 태조(太祖) 7년(1398) 7월에 교사(校舍)가 창건되었는데, 이밖에 도

서관인 존경각(尊經閣)과 반궁제(泮宮制)의 필수적인 요소인 반수(泮水)

는 성종(成宗) 9년(1478)에 갖추어졌다.[建尊經閣于成均館 賜經籍藏之 

成宗實錄 297卷, 부록 成宗大王 墓誌文(誌文)]   

“성균관의 직제는 고려시대의 직제를 이어받아 조선개국 초에는  대

사성(大司成) 1명 정3품이고, 좨주(祭酒) 1명 종 3품이고, 악정(樂正) 2

명 정 4품이고, 직강(直講) 1명 정 5품이고, 전부(典簿) 1명 종 5품이고, 

박사(博士) 2명 정 7품이고, 순유박사(諄諭博士) 2명 종 7품이고, 진덕

박사(進德博士) 2명 정 8품이고, 학정(學正) 2명, 학록(學錄) 2명 정 9품

이고, 직학(直學) 2명, 학유(學諭) 4명 종 9품이고, 서리(書吏) 2명 9품

인데, 거관하게 된다.”39)

또한 2품 이상의 대신(大臣) 가운데 학덕이 높은 자를 성균관제조(成

均館提調) 또는 겸대사성(兼大司成)에 겸임시켜 교육에 임하도록 하는 

제도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그리고 성균관의 겸관(兼官)으로 지사(知事)

와 동지사(同知事)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성균관의 입학연령은 15세 이

상이었으나 50세 장년도 있었으니 연령 제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입학자격은 과거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생원(生員), 진사(進

士) 등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한 자로서 이를 본과생(本科生)이라 하였

으며, 생원, 진사가 아니더라도 사학(四學)의 생도 가운데서 15세 이상

으로 「소학(小學)」, 「사서(四書)」를 배우고 「오경(五經)」 가운데서 1경에 

통한 자, 공신과 3품 이상 관리의 적자(嫡子)로서 소학에 능통하고 생

원, 진사의 초시(初試)에 합격한자와 관리 중에서 입학을 원하는 자들로 

39) 成均館 掌學校 肄業等事 大司成一 正三品 祭酒一 從三品 樂正二 正四品 直講一 

正五品 典簿一 從五品 博士二 正七品 諄諭博士二 從七品 進德博士二 正八品 學正

二 學錄二 正九品 直學二 學諭四 從九品 書吏二 九品去官 「太祖實錄」 1卷, 太祖 

1年 7月28日 丁未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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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기재생(寄齋生)이라 하여 입학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유생의 정

원은 개국 초에는 150인 이었으나, 세종(世宗) 11년(1429)에는 200인으

로 증원되었다. 「세종신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성균관학관(成均館學官)을 두어 선비를 가르치는데, 2백 사람으

로써 액수를 정하였다. 옆에 양현고(養賢庫)를 두어 섬학전(贍學田) 

1천 35결(結)을 주었고, 금상(今上)[세종] 13년(1431) 신해에 9백 

65결을 더 주었다.(置成均館學官 敎養士子 以二百人爲額 旁置養賢

庫 給贍學田一千三十五結 今上十三年辛亥 加給九百六十五結 「世

宗新錄」 148卷, 地理志 京都 漢城府.)  

성균관의 직제는 세조(世祖) 12년(1466)의 관제대개혁 때에 정비되었

고,40) 그 후에도 각 시대별로 많은 변천을 하여 일일이 적을 수는 없으

나 ｢경국대전｣에 성균관은 유학의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한다고 

하면서 성균관의 직제를 일일이 나열하여 명문화시키고 있다.41)

그리고 주요 교과과정은 「사서」 「오경」을 구재(九齋)로 나누어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 밖에 과문(科文)[詩 賦 訟 策 義 疑 등]의 「제술

(製述)」도 부과하였고, 「제사(諸史)」도 독서하였다. 그러나 「노장(老莊)」 

「불경(佛經)」 「잡류(雜流)」 「백가자집(百家子集)」은 읽지 못하도록 하였

다. 교수 방법은 먼저 구재 가운데서 대학재(大學齋)에 들어가 「대학」을 

배웠다. 그것을 마친 다음 예조(禮曹)에 보고하면 예조에서 관원 1명과 

대간(臺諫)[司憲府 사간원]의 관원 각각 1명씩을 성균관에 파견하여 성

40) 成均館, 知館事改爲知事, 大司成陞爲堂上官, 秩正三品; 注簿爲典籍, 革兼大司成、

兼司成 司藝 直講四 注簿五 博士一 進德博士三 學正 學錄各一 直學 學諭各二   

「世祖實錄」 38卷, 世祖 12年 1月 15日 戊午 1).

41) 成均館 原 擋儒學敎誨之任. 竝用文官. 同知事以上, 以他官兼. 知事主文. 直講以上

一員久任. 博士以下, 又以議政府司錄一員, 奉常寺直長以下二員兼, 次次遷轉, 一年

兩都目, 三員去官. 七月二員. 續 祭酒, 司業, 以學行有士望者擬差, 或單付. 知事一

員正二品. 增 大提學例兼, 同知事二員從二品, 大司成一員正三品, 祭酒一員正三品, 

續 增置. 增 一·二品亦兼, 司成一員從三品. 原 二員, 續 減一員, 司藝二員正四品, 

原 三員, 續 減一員, 司業一員正四品, 續 增置, 直講四員正五品, 典籍十三員正六

品, 博士三員正七品, 學正三員正八品, 學錄三員正九品, 學諭三員從九品 「經國大

典」 卷之3, 禮典 大典通編＞吏典＞京官職＞正三品衙門＞成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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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관의 교관과 함께 학생에게 강문(講問)하여 강설(講說)이 자세하고 정

확하며 전체의 뜻을 잘 파악한 자는 논어재(論語齋)에 올리고, 통하지 

못한 자는 통할 때까지 대학재에 머물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논어

재에서 맹자재(孟子齋) 중용재(中庸齋) 시재(詩齋) 서재(書齋) 역재(易齋)

로 차례차례 진재(進齋)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사서오경」에 통한 

자는 명부에 기재하고 성균관에 보관하였다가 식년(式年)에 예조에 보고

하면, 예조에서는 왕에게 보고하여 문과초시(文科初試)를 보게 하였다. 

이러한 분재제도는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는 제도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

는 시대에 따라서 원칙으로만 지켜지고 적당한 방법으로 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거의 시험 과목과 방법이 시대에 따라 달라서 경서(經

書)와 사장(詞章)의 학습 비중이 이에 맞추어 달라진 것이다. 교수와 학

생사이에 질의응답식의 교수 방식과 개별 지도에 치중하고 교수 1인당 

학생이 10인을 넘지 않았다.

여러 왕을 거치는 동안 경기도 연해의 섬, 전라남도 해안의 어장과 많

은 땅이 성균관에 부속되었다. 보다 완성된 규모는 성종 때에 이루어졌

는데, 향관청(享官廳)[문묘(文廟)에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주관하는 헌

관(獻官)및 제 집사(諸執事)들이 거처하며 심신을 경건히 가다듬던 장소]

과 존경각(尊經閣)도 이때 증설되었고 현종 때 비천당(丕闡堂)[과거장], 

숙종 때 계성사(啓聖祠)[공자 안자 증자 자사자 맹자 즉 5성인의 父를 

제사 지내는 사당]가 세워졌다. 이 계성사의 배향으로 인하여 성균관에

서는 공자(孔子)와 그의 아들 공리(孔鯉), 그리고 공리의 아들 자사(子

思)로 이어지는 3대를 배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 초에 완비되었던 성균관의 시설은 임진왜란 때에 모두 

불타버리고 선조(宣祖) 34년(1601)에 재건에 착수하여 6년이 지난 후 대

체로 옛 모습을 되찾았다. 그 후 말기의 고종(高宗)때까지 새로운 시설

과 개수 확장 사업을 계속하였다. 고종 24년(1887) 성균관교육의 강화

를 위하여 성균관에 경학원(經學院)을 부설하였다. 동왕 32년(1895) 성

균관 관제를 칙령 제136호로 반포하여 성균관은 문묘를 받드는 기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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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교육은 경학과(經學科)에서 전담하게 하였다. 또한 반상(班常)의 

구별 없이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밝혔으며 시대적 요

구와 추세로 인하여 '문명(文明)한 진보(進步)에 주의(注意)함을 요지(要

旨)로 함'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일제에 국권이 침탈된 이후 성

균관은 향교의 재산을 분리하고 성균관의 교육은 중지되어 민족교육의 

맥이 끊어졌다. 그러던 중 전국의 유림(儒林)이 주권을 지키려는 운동으

로 의병활동(義兵活動)과 파리장서사건(巴里長書事件)[전국유림들이 1919

년 파리강화회의에 보내기 위해 한국독립을 호소하는 서한을 작성한 사

건] 등을 일으키고, 통문(通文)을 돌려 성균관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선도하자 그 회유책의 일환으로 1930년 명륜학원(明倫學院)을 

설립하게 되었다. 1942년 명륜전문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진실한 유

학교육과 문화 창달에 미치지 못하고 일본의 변질된 황도유학(皇道儒學)

을 강요하게 되었다.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국민도덕」 「일어」 「일본사」  

「교련」등을 넣어서 그들에 영합하는 교육으로 변모하였는데, 그것마저 

1943년 폐교 조치가 되고 말았다.  

현재 성균관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최고교육기관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전국 234개의 향교와 더불어 유교사상과 전통문화 계

승 발전의 산실로서 그 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 매년 전국적으로 실시

되는 ‘청소년 인성교육’을 비롯한 각종 사회봉사 활동 예절상담을 통한 

생활의례 보급,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출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

고 있다.

5) 사학(四學)

조선에 설립된 관학기관으로 국가에서 유학진흥을 위하여 수도의 사

방(동부학당, 서부학당, 남부학당, 중부학당)에 각각 설치되었다. 교육은 

중등과 고등정도의 수준으로, 그 전신은 고려 말인 원종(元宗) 2년

(1261)에 설치한 동서학당(東西學堂)으로, 동부와 서부에 학당을 설치하

고 각기 별감(別監)을 두어 가르쳤다.42) 사학이 성균관에 비하여 규모가 



- 77 -

작고 교육정도가 낮은 점과 문묘를 두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교육방

침이나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서 성균관과 비슷하였다. 다만 평가에 있

어서 매일 학생들이 읽은 글을 강(講)[전 주에 배운 것을 발표하는 것] 

받아 그 성적을 정하였다. 또 각 학교에서 우수한 유생 20명을 뽑아 남

학(南學)에 모아놓고, 예조에서 강론과 제술(製述)로써 시험하였다. 이 

결과로 10명을 뽑아 생진복시(生進覆試)의 응시자격을 주었다. 그 뒤 유

교가 성하게 되자 개경(開京)의 각 부에 확장 설치함으로써 오부학당(五

部學堂)43)으로 발전하였다. 조선도 이 제도를 계승하여 지방의 향교(鄕

校)교육기관으로 정비하였으나, 초기에는 학당의 건물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사찰을 임시로 빌어서 사용하였다. 

태종(太宗) 11년(1411) 최초로 성명방(誠明坊)에 남부학당의 건물이 

설립되었었다.[始置南部學堂于誠明坊. 太宗實錄 21卷, 太宗 11年 6月 

29日 戊午 2번째 기사] 같은 해 11월에는 예조(學制)가 마련되었다. 세

종 4년(1432))에 남부학당의 건물을 빌려 쓰고 있던 중부학당[현재 종로

구 중학동]에 독립학당을 신축하였고, 경고(京庫)를 이용하고 있던 서부

학당은 세종 17년(1435) 여경방(餘慶坊)[현재 종로구광화문]에 신축건물

을 마련하였다. 사찰을 사용하고 있던 동부학당은 그 이전에 독립적인 

학사가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종 20년(1438)에 창선방(彰善坊)

[현재 이화여대부속병원]으로 이전하였다. 이로써 사부학당의 정비가 이

루어졌으며, 이에 큰 힘을 기울인 이는 당시 예조참의인 허조(許稠, 

1369∼1439)였다. 그러나 북부학당은 태종 때부터 여러 차례 설치하려

고 하였으나 끝내 설치를 보지 못하고, 세종 27년(1445)에 폐지되어 4

부 학당만이 존속을 보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래서 보통 이를 사학(四

42) 원종(元宗) 2년(1261) 3월에 동․서 학당(學堂)을 설치하고 각각 별감(別監)과 교학

(敎學), 교도(敎導)를 파견하였다.(元宗二年三月 置東西學堂 各差別監敎學敎導高麗

史 卷七十四, 志 卷 第二十八, 選擧 二,  학교(學校)조)

43) 국초에 구재(九齋)를 혁파하고 오부학당(五部學堂)을 설치하여 성리(性理)의 학을 밝

혔으니, 참으로 삼대(三代) 교화의 아름다운 법입니다.(國初革九齋 設五部學堂 以明

性理之學 眞三代敎化之美法也 太宗實錄 22卷, 太宗 11年 7月 27日 丙戌 1번째 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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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이라고도 한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사부학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성균사성(成均司成) 정곤(鄭坤)이 글을 올리기를, “국가에서 성균

관 이외에도 또 사학(四學)을 설치하여 교수(敎授)와 훈도(訓導)를 

두고, 주·부·군·현에도 또한 교관(敎官)을 두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외(京外)의 자제들로서 학교에 나가는 자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

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비를 시취(試取)하는 정원(定員)은 문과(文

科)이외에는 다만 생원(生員) 100명뿐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자는 

겨우 백 명에 1명꼴입니다. 그런 까닭에 향교(鄕校)에 있으면서 나

이가 만 4, 50세 되는 자가 오히려 많습니다. 향학지심(向學之心)

이 이로 인하여 나태해져, 결국 그만두고 다른 기술에 종사하는 자

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전조(前朝)의 선비를 시취하는 법으로서 문

과 이전에 있는 시험을 가리켜 감시(監試)라고 하여 시(詩)·부(賦)로

써 시험하고, 이름을 진사(進士)라고 하였으며, 문과 이후에 있는 

시험을 가리켜 승보시(陞補試)라고 하여 의(疑)·의(義)로써 시험하

고, 이름을 대현(大賢)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생원시(生員試)

로써 승보시와 대치(代置)하였고, 감시도 또한 시행하고 있었습니

다. 이제 학생은 매우 많은데 선비를 시취하는 길은 넓지 않으니, 

원컨대 진사시(進士試)를 다시 설치하여 부(賦)·표(表)로써 시험하

여, 많은 선비들의 기운을 진작시키소서”(成均司成鄭坤上書曰 國家

於成均之外 又設四部 而置敎授訓導 州府郡縣 亦置敎官 俾訓誨之 

中外子弟之赴學者 其麗不億也 然取士之額 文科之外 只生員百人而

已 中者僅百之一 故在鄕校而年滿四五十者尙多 向學之心 因以怠惰 

舍而從他技者 亦多有之 前朝取士之法 在文科之前者 曰監試 試以

詩賦 號曰進士 在文科之後者曰升補試 試以疑義 號曰大賢 厥後以

生員試 代升補試 而監試亦行焉 今之學生甚多 而取士之途未廣 願

復設進士試 試以賦表 以振多士之氣 「世宗實錄」 40卷, 世宗10年

(1428) 윤4月17日戊戌4).

사부학당은 성균관(成均館)보다 교육정도가 낮았지만, 교육방법과 내

용면에서는 유사하였다. 따라서 성균관의 부속학교와 같은 성격을 지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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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성균관과는 달리 문묘(文廟)를 설치하지 않고 교육만을 전담하였

다. 정원은 학당별 100명이었고, 기숙사제도를 마련하여 학비와 운영비

용을 국가에서 부담하였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 학전(學田)이 지급되고, 

또한 섬의 어장(漁場)이 주어져서 그 세(稅)로써 비용을 충당하게 하였

다. 학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원은 성균관에서 파견하여, 교수와 훈도

(訓導) 각 1∼2명씩을 두었다. 입학자격은 8세 이상인 양반과 서민의 자

제에게 주어졌고, ｢소학｣과 ｢사서오경｣을 위주로 하여 그밖에 ｢근사록｣

(近思錄)과 ｢제사｣(諸史) 등을 가르쳤다. 성적이 우수한 15세 이상인 자

로서 승보시(陞補試)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진학시켰다. 학당에서는 5일

마다, 예조에서는 매달 시험을 쳐서 1년의 성적을 임금에게 보고하였다 

향교가 지방의 중등교육을 담당한 관학임에 비해 고려 말의 동서학당에

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사학은 중앙에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으로 성균관

의 부속 관학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중국에도 없었던 우리나

라의 고유한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크며, 행정단위에 따라 

학당설립의 기준을 마련하였음은 정치와 행정력의 발전으로도 볼 수 있

다. 

사학은 정원보다 입학생이 적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교육활동이 다소 

부진했던 듯하다. 임진왜란으로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한말에는 

관학의 침체와 함께 신(新) 교육기관이 설립됨에 따라 자연 소멸되었다. 

그래서 사학은 제도적으로는 체제를 갖추었으나 학생의 정원 미달, 재정

의 빈곤, 운영의 불합리, 직원의 부족 등으로 인해 크게 발전을 못 보다

가, 고종31년(1894년)의 갑오개혁(甲午更張)을 계기로 폐지되고 말았다. 

6) 종학(宗學)

조선시대에는 모든 국가 체제의 지도 이념을 유교에 두고 이에 적합

한 혁신을 단행 하였다. 태종은 억불숭유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왕권

을 강화하는 한편, 관제를 개혁하여 고려적 관제에서 조선적 관제로 이

행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어 세종은 선왕의 치적을 바탕으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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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물제도를 정비했는데 그 확장 정책의 일환으로 예조의 건의에 따라 

왕실교육을 위한 기관인 종학을 설치하였다. 세종9년(1427)에 당송(唐

宋)의 제도에 따라 종친 자제로서 8세가 되면 모두 입학시켜 유교의 교

양을 쌓게 하자는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다음해(세종 10년, 1428)에 

설립되었다.[始建宗學 令大君以下宗室子弟就學 世宗實錄 41卷, 世宗 

10年(1428) 7月 12日 기사] 그 뒤 세종 11년(1429) 경복궁의 건춘문(建

春文) 밖에 따로 학사(學舍)를 짓고,[新作宗學于景福宮建春門之外. 世宗

實錄 第 45卷, 世宗 11年 9月 8日, 11月 20日 기사] 다음해에 학칙을 

제정, 실질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창설 당시 교관은 종3품·종4품·

종5품·종6품 각 1인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입학하는 종친의 수가 늘어

나게 되자 점차 증원하여 1443년에는 10인에 이르렀다. 조선왕조실록에

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조에서 계하기를, “종학교수관을 종3품, 종4품, 종5품, 종6품으

로 각각 한 자리씩을 설치하되, 그 반열의 차서는, 3품은 봉상시윤

(奉常寺尹)의 아래에, 4품은 종부소윤(宗簿少尹)의 아래에 두며, 5

품은 종부판관(宗簿判官)의 아래에, 6품은 집현전부수찬(集賢殿副

修撰)의 아래에 두며, 직위와 품계(品階)가 상당한 자로 2인을 임명

하시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吏曹啓 宗學敎授官 

請於從三品 從四品 從五品 從六品 各設一位 其班次則三品奉常寺

尹之下 四品宗簿少尹之下 五品宗簿判官之下 六品集賢殿副修撰之

下 以職品相當者二人差下 從之 「世宗實錄」 第43卷, 世宗11年 2月 

3日). 

이조에서 계하기를, ‘익위사(翊衛司)와 종학(宗學)은 모두 통속(統

屬)이 없어서 다른 관사(官司)의 규례(規例)에 어긋나는 바가 있습

니다. 청컨대, 익위사는 병조에 예속시키고, 종학은 예조에 예속 시

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吏曹啓 翊衛司宗學 竝無統屬 有違

他例 請以翊衛司屬兵曹 宗學屬禮曹 從之 「世宗實錄」 第45卷, 世

宗 11年9月8日, 11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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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선왕조실록의 두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학은 예조에 속한 

것으로 교수는 성균관의 교수가 겹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임관(專任

官)을 두지 않고 성균관원으로 겸임하게 한 것은 두 기관의 유대를 강

화해 교육의 통일적 효과를 위한 것 같으나, 이 때문에 성균관에 예속

된 지위를 면할 수 없었다. 그 뒤 세조 때에 이르러 종친의 사환 금지

(仕宦禁止)[대군과 군을 비롯한 왕의 8촌 이내의 왕족들은 벼슬을 할 수 

없게 만든 법]가 사실상 해제되어 종학에도 부흥의 기운이 일어났다. 세

조 12년(1466) 1월 관제개혁 때 종친등용에 따른 종학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입학범위와 자격, 공부 방법, 처별 규정 등을 

일일이 다 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중요한 것은 종친들의 교육

이 성균관과 동일하게 교육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교관으로 도선

(導善, 정 4품)·전훈(典訓, 정 5품)·사회(司誨, 정 6품) 등 전임관을 두어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예종(睿

宗)때에 다시 성균관에 예속되고, 성종(成宗)때에 이르러서는 종친이 벼

슬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졌으며, 그 뒤 설치 및 

폐쇄가 거듭되다가 영조(英祖)때에 결국 혁파되었다. ｢경국대전｣에 종학

관은 정 4품인 도선 1인, 정 5품인 전훈 1인, 정 6품인 사회 2인으로 

구성하되, 성균관의 사성(司成) 이하 전적(典籍) 이상이 이를 겸하는 

것44)으로 명문화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관이 되었다.

7) 향교(鄕校)

고려와 조선시대의 국도(國都)를 제외한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

하여 세워진 관학교육기관으로 고려시대 최초로 건립된 향학(鄕學)은 서

경의 학원(學院)이다.[冬十二月 庚寅 幸西京 創置學校 「高麗史」 卷1, 世

家 卷第1, 太祖13年(930) 12月1日] 고려는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기 위

44) 宗學掌宗室敎誨之任 以成均館司成以下典籍以上兼 續今革 導善一員正四品  典訓一

員正五品司誨二員正六品(「經國大典通編」 〉 吏典〉 京官職〉 正四品衙門〉 宗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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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3경(京) 12목(牧)을 비롯한 군현에 박사와 교수를 파견하여 생도를 

교육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향학(鄕學)의 시초이다. 

경전(經典)에 통하고 전적(典籍)을 널리 읽은 자들을 선발하여 경

학박사(經學博士)와 의학박사(醫學搏士)로 삼아, 12목(牧)에 각각 1

명씩 파견하여 돈독하게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라. 여러 주(州)·군

(郡)·현(縣)의 장리(長吏)와 백성(百姓) 중에서 학문을 가르칠 만한 

아이가 있으면 모두 가르치도록 하라. 학문에 뜻을 두고 경전을 밝

게 아는 자나 효성과 우애로 소문이 난 자, 쓸 만한 의술(醫術)을 

갖춘 자가 있거든 목(牧)의 수령이나 주현(州縣)의 수령들로 하여금 

한(漢)의 고사(故事)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모두 기록하여 개경에 

천거하도록 하며, 앞으로 이를 항구적인 법식(法式)으로 삼으라.(選

通經閱籍者 爲經學·醫學博士 於十二牧 各遣一人 敦行敎諭 其諸州

郡縣長吏·百姓 有兒可敎學者 幷令訓戒 若有勵志明經 孝弟有聞 醫

方足用者 令牧宰知州縣官 依漢家故事 具錄薦貢京師 以爲恒式 「高

麗史」 卷第3, 世家 第3, 成宗 6年(987) 8月) 

그 뒤 목종(穆宗) 6년(1003)까지는 최소한 3경 10목에 향학이 설치되

었음을 알 수 있다.45) 성종 때 12목에 외관의 파견과 함께 경학박사·의

학박사를 파견하였던 것은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나 아

직 완벽한 지방교육제도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교의 적극적인 

유학교육의 면모를 우리 역사에서 나타내는 것은 조선에 이르러 군현제

의 재정비와 본격적인 지방교육제도로 정착하여 유교이념을 바탕으로 

건국한 조선에 들어선 다음이다. 

조선왕조는 유교문화이념을 수용하여 지방 사회질서를 유교문화 논리

45) 교육을 권장하고 유학을 보급하는 교서를 내리다.(癸卯)六年 春正月 敎曰 昔我太祖 

旣偃干戈 大開庠序 王室宗支 橫經問道 蓬廬賤子 負笈追師 累朝以來 才士不乏 予

謬以眇冲 嗣守艱大 欲廣眞儒之道 以崇往聖之猷 但以誨人不倦者 靡多 好古敏求者 

盖寡 州鄕之內 黌校之中 或因小利 或逐異端 師長之敎授漸惰 後學之功業不成 今者 

闡闢容賢之門 恢弘進善之路 其三京十道群僚庶官 體朕諭言 勸其藝業 令文儒醫卜之

輩 就經明博達之師 博士師長 獎勸生徒 有勤勞者 錄名申聞 「高麗史」 卷3, 世家 卷

第3, 穆宗 6年1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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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접목시키며, 과거제 운영을 유교 교육과 연계시키려 했다. 이러한 사

회문화의 기초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 것이 향교이다. 따라서 국가는 

군현제의 정비와 함께 지방 수령들에게 향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보호·육성을 촉구했으며,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했다. 따

라서 조선의 지배계급은 군현제(郡縣制)를 통한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강화하여 향촌사회를 자신들의 정치질서 속에 편입시키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유교라는 그들의 통치이념과 지배질서를 기층사회에까지 

침투시키려 했다. 교육이란 한 사회나 체제의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이념

을 그 밖의 계급으로 확산시키는 수단이라는 측면을 갖는다. 그 수단으

로 나타난 것이 교육의 정비와 확산이다.

따라서 향교는 이런 배경 속에서 전국 각지의 주·부·군·현에 각각 하

나씩 세워지게 되었다. 조선왕조는 막대한 재정투자가 요구되는 향교를 

각 군현에 세우고 유학교육의 실시를 위해서 이른바 학전(學田)과 학노

비(學奴婢)를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향교를 교육기관으로 양성하려

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46)

또한 향교운영의 책임을 지는 주체는 수령이었기에 향교의 독립적 운

영에 타격이 컸으리라 추측된다. 수령의 책임 아래 운영되는 향교는 자

연히 수령의 개별적인 행정능력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 그러나 조선왕조

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한 이상 향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외면할 

형편은 아니었다. 또한 향교는 지방 지식인들의 구심처였으므로 지방 단

위의 문화행사, 특히 유교문화이념에 따른 행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춘추(春秋)의 석전례(釋奠禮)와 삭망(朔望)[초하루와 보름]의 분향(焚香)

이 향교의 문묘에서 이루어지고, 사직제(社稷祭)·성황제(城隍祭)·기우제

(祈雨祭)·여제(厲祭)[제사를 지내줄 후손이 없는 여귀(厲鬼)들의 원한을 

46) 12월에 하교하기를, ‘학교(學校)는 풍화(風化)의 큰 근원이며 어진 인재는 국가의 이

기(利器)인데 성균관 유생(成均館儒生)의 희름(餼廩:祿米)이 풍족하지 못하니, 내가 

숭상하는 뜻이 아니다. 전사(田肆) 1백 경(頃)을 주어서 그 비용을 넉넉하게 하고, 

주부군현(州府郡縣)의 학교(향교)에도 차등이 있게 주어라.’ 하였습니다.(十二月下敎

曰 學校風化之大源 賢材國家之利器 而成均儒生 餼廩不豐 非予崇重之意也 給田肆

百頃以贍其用 州府郡縣之學 亦給有差 「成宗實錄」 297卷, 附錄 成宗大王行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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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기 위하여 국가가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냄] 등도 향교를 중심으로 거

행되었기 때문에 지방민의 기원이 이곳에서 규합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

에는 향교가 향악의 운영도 주관했으며, 향사례(鄕射禮)·향음례(鄕飮禮)·

양로례(養老禮)도 여기에서 중심이 되어 집행되었다. 또한 향교는 왕의 

윤음(綸音)[국왕이 관리나 백성에게 내린 훈유(訓諭)문서]을 비롯한 중대

한 정치적 내용을 직접 지방민들에게 전달하는 공식적인 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향교는 순수한 교육적 기능을 점차 상실하면서 문화적·정치적

인 기능은 그대로 상존되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았고, 지식인들의 지방적 거점이 되어갔다. 향교는 이제 문묘의 향사를 

하는 관학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는 데 급급하였고, 지방 양민들의 군역

을 피역하는 장소로 전락하였으며, 게다가 임진왜란까지 일어나 큰 타격

을 받게 되었다. 또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사림(士林)들이 세운 사립학

교인 서원이 등장해 향교는 위축되어갔다. 이에 조정에서는 향교에 이름

을 올리지 않은 사람은 과거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내놓았

으나, 서원에 밀리는 현상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 이르러 향

교의 강학기능을 회복하고자 지방관은 따로 양사재(養士齋)·흥학재(興學

齋)·육영재(育英齋) 등을 향교 부속으로 건립하기도 하였고, 1886년에는 

향교의 재정으로 관학원(官學院)을 설립하도록 지시하여 3인의 훈장을 

두고 강학에 임하도록 하였으나 그 성과 및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미지

수이다. 그러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과거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이름뿐인 존재가 되었다. 

향교의 건물배치는 배향공간과 강학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누어지고, 이 밖에 일부 변형된 방법들도 쓰이고 있다. 향

교가 자리 잡은 대지가 평지인 경우는 전면(前面)이 선현의 제사를 모시

는 배향공간이 오고 후면(後面)에 강학공간이 오는 전묘후학(前廟後學)

의 배치를 이루고, 대지가 구릉을 낀 경사진 터이면 높은 뒤쪽에 배향

공간을 두고 전면 낮은 터에 강학공간을 두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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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이룬다. 즉 선현의 배향과 학생의 교육인 강학을 기능으로 하는 

만큼 이 두 공간이 전체에서 핵심공간이 된다. 그리고 이들 두 공간 중

에서도 선현의 배향공간을 우위에 둠으로써 대성전이 항상 명륜당보다 

우위의 위치에 오는 것은 사학(私學)의 서원에서와 같다. 그러나 서원에

서는 평지라 하더라도 대성전에 해당되는 사당을 대지의 가장 안쪽에 

두어 신성시하는 것과는 달리 향교에서는 그것을 강학공간의 앞쪽에 두

어 전체 공간에 있어 우위에 있게 하고, 구릉지에서는 반대로 강학공간

보다 높은 터에 두어 고저 차이로 우위에 있게 하는 것이 특색이다. 또 

배치에 있어 중심공간이 배향과 강학의 두 공간은 하나의 축을 중심으

로 좌우대칭의 균형을 이루어 공간에 어떤 위엄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2. 사학(私學)

1) 경당(扃堂)

고구려의 사설교육기관으로 각 지방의 마을 중심사거리에 설립되었다. 

평민층의 미혼인 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는데, 경당에서는 책 즉 경

전을 읽었으며, 특히 궁술을 익혔다고 한다. 이때 경전은 유교 경전으로 

파악된다. 즉 유학을 교육했던 것이다. 또한 궁술은 활쏘기를 말하는데, 

이는 군사훈련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경당에서는 유교 교육과 더불어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고 이해된다. 특히 궁술이 주요 교육내용의 하나

였던 점에서 신라의 화랑도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교육기관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군사훈련기관으로서의 성격도 짙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경당의 기원은 상류층 자제를 교육하는 태학이 설립된 372년 이후, 특

히 장수왕(長壽王) 15년(427)의 평양천도 이후의 어느 시기에 설립된 것

으로 추정해볼 수 있는데, 중국의 역사서인 ｢구당서｣(舊唐書)와 ｢신당서｣

(新唐書)에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고구려의) 습속은 서적을 매우 좋아하여 보잘것없는 집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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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 각기 거리마다 큰 집을 짓고 이를 경당이라고 부르는데, 아

직 혼인하지 않은 자제는 이곳에서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기를 익

힌다.(俗愛書籍 至於衡門廝養之家 各於街衢造大屋 謂之扃堂 子弟

未婚之前 晝夜於此讀書習射 「舊唐書」 卷199上, 列傳 149上, 東夷, 

高麗). 

(고구려의) 사람들은 학문을 좋아하여 마을 궁벽한 곳의 보잘것

없는 집에 이르기까지 또한 (학문에) 부지런히 힘써서 거리 모서리

마다 큰 집을 짓고 경당이라고 부르는데, 자제로 미혼인 자를 무리 

지어 살도록 하고, 경전을 읽으며 활쏘기를 연습한다.(人喜學 至窮

理廝家 衢側悉構嚴屋 子弟未婚者曹處 誦經習射 「新唐書」 卷 220

上, 列傳145, 東夷, 高麗). 

이와 같이 ｢구당서｣와 ｢신당서｣의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교육대

상이 평민이나 하급계층의 미혼자제들까지도 포함시켰으며, 교육내용은 

경서를 읽는 학문과 군사훈련을 겸하는 활쏘기와 말 타기를 배우는 것

으로, 즉 문무(文武)에 능한 균형 잡힌 인재양성이 교육목표였던 것 같

다. 고대의 세계사에서 평민에게도 교육을 실시한 나라가 고구려가 거의 

유일한 나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2) 박사제도(博士制度)   

백제의 유학교육에 있어서 박사제도가 처음 설치된 시기는 고흥(高興, 

생몰년 미상)의 ｢서기｣(書記) 편찬이나 일본에 학문을 전한 왕인47)과 아

직기48)의 사례에서 보듯이 근초고왕(近肖古王, 346∼374)대로 추정된

47) 왕인(王仁):백제 근초고왕대의 학자로 월출산 주지봉 기슭에 있는 문산재[수많은 선

비와 名儒를 배출시킨 학문의 전당]에 입문하여 유학과 경전을 수학하여 경서에 통

달하고 학문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여 18세에 오경박사에 등용되었다. 그 후 일본초

청으로 일본에 건너가 ｢논어｣ 10권, ｢천자문｣ 1권을 전했다. 그리고 일본 천왕의 

태자 스승이 되었고, 자손은 대대로 그곳에 살면서, 학문에 관한 일을 맡고 일본 조

정에 봉사하여 문화 발전에 공헌하였다. 일본의 역사책 『고사기(古事記)』와『일본서

기(日本書紀에 전해져온다. 또한 일본에서는 ‘學問의 祖上’으로 숭배되고 있다. (「新

韓國史」 8卷, 三國의 文化＞文化의 日本傳派＞學文과 思想＞ p468)

48) 아직기(阿直岐):근초고왕 대 왕명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말 두필을 선사한 후 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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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사제도는 교육기관의 이름은 아니다. 다만 이 제도가 한(漢)나라

에서 비롯된 것을 고려하면 한나라와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은 태학(太學)

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높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근초고왕(近肖古王) 30년(375) 겨울 11월에 왕이 죽었다. 고기(古

記)에 이르기를 “백제가 개국 이래로 문자로 사적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가 이 때에 와서 박사(博士) 고흥(高興)에 의하여 비로소 서

기(書記)를 갖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흥(高興)의 이름이 

일찍이 다른 서적에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사람인

지 알 수 없다. (三十年冬十一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

以文字記事 至是 得愽士髙興 始有書記 然髙興未嘗顯於他書 不知

其何許人也 「三國史記」 卷第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記).

근초고왕은 한학과 유학에 정통한 한군현계(漢郡縣系係) 인재들을 등

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박사제도를 설치하였으며, 이는 중앙집권적 귀족

국가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적 조치로 이해된다. 그 역할은 공적인 문서 

기록을 관장하거나 또는 역사 편찬, 유학 장려 정책과 국왕에 대한 정

책 자문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궁극적으

로 그동안 쇠미해진 왕권을 회복시켜 중앙집권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백제는 박사제도를 대외관계에 적극 활용하여 신라와 왜(倭)에 선진 

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백제와 신라 

및 왜 사이에 상시적인 군사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외교 수단으로 활

용하였다. 그래서 백제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요

서지방과 산둥지방, 일본의 규슈지방까지 진출하였다. 이를 계기로 백제

의 왕권은 점차 전제 화 되었으며, 그 결과 부족연맹의 세력을 누르고 

부자상속에 의한 왕위계승이 시작되었다. 

르는 일을 맡아보다가 일본왕은 그가 경서에 능한 것을 알고 태자의 스승으로 삼았

다. 후에 왕인박사를 추천하여 일본에 한학을 전달하게 되었다. (「新韓國史」 8卷, 

三國의 文化＞文化의 日本傳派＞學文과 思想＞ p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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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에 들어와 백제는 박사의 직능이 세분화되어 갔을 뿐 아니라 관

등을 소지함으로써 이제는 국가 행정체계 내에 편입되어있었다. 6세기 

이후 백제의 의학과 불교건축 부문에 있어서는 분업화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백제는 상급 장인들에게 박사의 관직을 수여해서 업종

별로 전문화를 제고시키려고 하였다. 박사 밑에는 업종별로 우수한 장인

들을 선발하여 배속시키고 이들이 예하의 하급 장인들을 기술적으로 지

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양기석. 2013: 129-146).

3) 화랑도(花郞徒)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를 이끄는 중심인물 또는 그 단체를 말한다. 

｢삼국유사｣에서는 대체로 ‘국선’(國仙)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불교의 미륵

신앙(彌勒信仰)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었다. 화랑의 기원은 삼한(三韓) 사

회의 청년집회로부터 시원(始原)하여 발전되고 법제화되었고, 인재를 양

성하고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였다. 설치시기는 진흥왕

(眞興王) 23년(562)에 가야를 정벌할 때 화랑 사다함(斯多含)49)의 기록

으로 미루어 진흥왕 초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조직은 화랑 단체마다 

진골(眞骨) 출신의 화랑 1명과 그를 자문하는 승려, 낭도 1명, 그리고 

진골 이하 평민에 이르는 천여 명의 낭도들로 구성되었다. 화랑도의 구

성원은 대체로 15～18세의 청소년들로, 3년 동안 수련하였던 것으로 추

정된다. 이 기간 동안에 충(忠)과 효(孝) 등의 덕목을 수련하고, 산수(山

水)를 유오(遊娛)하며 가악(歌樂)을 즐기고 집단의식과 인성(人性)을 길

렀다. 그래서 화랑도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사우(死友)를 약속할 정도로 

서로간의 인간적인 유대가 긴밀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평생 동안 지속

되었다고 한다. 화랑도에 관한 기록이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海東高

49) 사다함(斯多含): 진골출신으로 풍채가 청수하고 지기(志氣)가 방정하여 당시 사람들

이 그를 화랑(花郞)으로 받들기를 청하여 부득이 맡았는데, 그를 따르는 낭도가 무

려 1,000여명이나 되었고, 그들의 환심을 모두 얻었다. 진흥왕이 이사부를 시켜 가

라국을 습격할 당시 15, 6세로 종군하기를 청하여 낭도를 이끌고 나아가 가라국을 

멸하였다. ( 「三國史記」 卷第44, 列傳 第4, 斯多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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僧傳)」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삼국사기 - 37년 봄에 처음으로 원화(源花)[화랑의 또 다른 이름

으로 여성 화랑을 말한다.]를 받들었다. 처음에 임금과 신하들이 인

재를 알아 낼 수가 없는 것을 결함으로 여겨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놀게 하고 그 행동을 살펴본 후에 발탁해서 쓰려고 하였다. 마침내 

미녀 두 사람 즉 남모(南毛)와 준정(俊貞)을 뽑고 무리 3백여 명을 

모았다. 두 여인이 아름다움을 다투어 서로 질투하였는데, 준정이 

남모를 자기 집으로 유인하여 억지로 술을 권하여 취하도록 하고 

그를 끌어 강물에 던져서 죽였다. 준정이 사형에 처해지자 무리들

은 화목을 잃고 흩어졌다. 그 후에 다시 미모의 남자를 택하여 곱

게 꾸며 화랑(花郞)이라 이름하고 [그를] 받들었는데, 무리들이 구

름처럼 몰려들었다. 혹은 도의(道義)로써 서로 연마하고 혹은 노래

와 음악으로 서로 즐기며 산수를 찾아 노닐고 즐기니 그들의 발길

이 멀리까지 이르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인품이 

사악함과 정직함을 알게 되어 그 중에 착한 사람을 택하여 조정에 

천거하였다. 그러므로 김대문(金大問) ｢화랑세기(花郞世記)｣에서 말

하기를 “어진 제상과 충신은 이로부터 나왔고, 훌륭한 장수와 용감

한 군사가 이로부터 생겼다.”라고 하였다. 최치원(崔致遠, 857∼?)

은 난랑비(鸞郞碑) 서문에서 말하기를 “나라에 현묘(玄妙)한 도(道)

가 있는데, [이것을] 풍류(風流)라고 한다. 가르침의 근원에 대해서

는 선사(仙史)에 자세히 밝혀져 있는데, 실로 이는 삼교(三敎)[유교

(儒敎), 불교(佛敎), 도교(道敎)]를 포함하여 백성들과 접(接)하여 교

화한다. 이를테면 집에 들면 효를 행하고 나가면 나라에 충성함은 

노(魯)나라 사구(司寇)[공자]의 뜻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주(周)나라 주사(柱史)[노자]의 종지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라는 것은 축건 태자

(竺乾太子)[석가모니]의 교화이니, 즉 이와 같은 것들이다.” 당(唐)

나라의 영호징(令狐澄)50)은 ｢신라국기(新羅國記)｣51)에서 말하기를 

50) 영호징(令狐澄, ?∼?):당(唐) 희종(僖宗)대 중서사인(中書舍人)직을 지낸 문인이다. 

정릉유사(貞陵遺事)2권을 남겼는데, 삼국사기와 해동고승전에 신라국기를 지었다고 

하나 정릉유사에 인용한 것을 삼국사기 편찬 측에서 재인용하면서 잘못 파악한 것

이다.(「新唐書」卷58, 藝文志 2)(「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眞興王37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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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자제 중에서 아름다운 이를 택하여 분을 바르고 곱게 꾸며

서 이름을 화랑이라고 불러, 나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높이 받들어 

섬겼다.”고 하였다.(三十七年春 始奉源花 初君臣病無以知人 欲使聚

遊 以觀其行義 然後擧而用之 遂簡美女二人 一曰南毛 一曰俊貞 聚

徒三百餘人 二女爭娟相妬 俊貞引南毛於私第 强勸酒至醉 曳而投河

水以殺之 俊貞伏誅 徒人失和罷散 其後更取美貌男子 粧飾之 名花

郞以奉之 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

至 因此知其人邪正 擇其善者 薦之於朝 故金大問花郞世記曰 賢佐

忠臣 從此而秀 良將勇卒 由是而生 崔致遠鸞郞碑序曰 國有玄妙之

道 曰風流 設敎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敎 接化羣生 且如入則孝

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敎 周柱史之

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唐令狐澄新羅國記曰 擇

貴人子弟之美者 傅粉粧飾之 名曰花郞, 國人皆尊事之也 「三國史

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또 당나라 영호징(令狐澄)의 「신라국기(新羅國記)｣에는 “귀인들의 

자제 중 아름다운 자를 가려 뽑아 분을 바르고 곱게 단장하여 받들

었으며, 이름을 화랑이라 하고 나라 사람들이 다 받들어 섬겼다”고 

하였다. 이는 대개 왕의 정치를 돕기 위한 방편이었다. 선랑이었던 

원화로부터 신라 말에 이르기까지 무릇 이백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사선(四仙)[영랑(永郞)·술랑(述郞)·안상(安詳)·남석행(南石行)]

이 가장 어질었으니, ｢세기｣ 중에 설하는 바와 같다.(又唐令狐澄新

羅國記云 擇貴人子弟之美者傳校勘 粉粧飾校勘而奉之 名曰花郞 國

人皆尊事之 此蓋校勘 王化之方便也 自原郞至羅末凡二百餘人 其中

四仙最賢 且如世記中. 「海東高僧傳」 卷第一, 流通一之一 , 釋法雲

花郞制度).  

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교육기관으로 그 

51) 신라국기(新羅國記):혜공왕 4년(768)에 당(唐)나라 대종(代宗) 때 책봉사(冊封使)였던 

귀숭경(歸崇敬)의 종사관(從事官), 고음(顧愔)이 신라를 견문하고 지은 견문록이다. 

신라국기는 영호징의 저술이 아니다. 이와 같은 잘못은 삼국사기의 기사를 그대로 

전사(傳寫)했기 때문이다. 신라국기의 내용은 화랑의 골품제와 망덕사에 관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으나 현제 전해지지 않고 있다.(章輝玉(1991), ｢海東高僧傳硏究｣, 

1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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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수양과정을 통하여 위로는 국가를 위하고 아래로는 벗을 위하여 

죽으며, 대의를 존중하며 의(義)에 어그러지는 일은 죽음으로써 항거하

고 국가를 위하여 충(忠)과 신(信)으로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함을 찬양

하고 오직 적에게 패하면 자결할지언정 물러서지 않는 화랑의 기본정신 

즉 원광의 세속오계(世俗五戒)를 가지고 삼국 통일의 원동력으로 활용되

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유불도(儒佛道)의 사상이 함께 담겨져 있었다. 

4) 서당(書堂)

조선시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과 동을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등단계의 사설교육기관이다. 서당교육의 

역사적 기원을 중국의 고서인 ｢구당서｣, ｢신당서｣, ｢고려도경｣, 등에 기

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고구려의 ｢경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주

장도 있지만, 정확한 정설은 없다. 아무튼 삼국시대부터 교육체계의 가

장 기초단계의 학교가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당이 조선왕조실록의 광해군(光海君) 1년(1609) 10월8일52)과 광해

52) 〈사간원이 아뢰기를, “호당(湖堂)을 설치하여 인재를 배양하는 것은 그 뜻이 실로 

우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서, 국가가 융성할 때에는 물력이 풍부하였으므로 경비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낭비의 폐단은 있었으나 실로 비용을 잇대지 못하

는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난리를 겪은 뒤라서 국고의 비축이 바닥났으

므로 하루, 한달치의 경비도 부족한 것을 걱정하는 처지인데, 다시 독서당(讀書堂)

을 설립하여 수요 되는 온갖 물품을 모두 마련하게 하는 것을 유지해 나갈 수 없는 

방도입니다. 더구나 전에 없었던 흉년을 만나 공가(公家)·사가(私家)의 재물이 고갈

되어 전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니, 지금은 모든 경비를 절감하여 일부의 폐단이라도 

제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휴가를 받은 사람들도 평상시 무사할 때와 다르므로 

독서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부서를 만들어 놓아 각사(各司)에서 

바치는 물건이 전부 하리(下吏)들의 손으로 들어가니 물정이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

다. 바라건대, 선발된 사람들은 집에서 독서하게 하고 서당을 우선 혁파하도록 하소

서. 요즈음 관리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여 전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으니 매우 한

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국(史局)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들의 책임이 매우 

중하여 임금의 말씀을 출납할 때 잠시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약방이 문안드릴 때 사관이 끝내 사진(仕進)하여 참여하지 않았으니, 이는 전고

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승지는 사관이 없을 경우 결코 비답을 받들 수 없는 

것인데 잘 조처하지 않고 멍청하게 비답을 받았으니, 이 길을 한번 터놓으면 훗날

의 폐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 사진하지 않은 사관을 파직시키고 참

여했던 승지는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승지는 추고하도록 

하라.” 하였다.(司諫院啓曰 湖堂設置, 培養人材 其意實非偶然 而國家全盛之時 物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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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4년(1612) 8월 20일53) 두 기사를 보면 서당설립은 처음에는 국가에

서 재정적 지원을 해주었다가 반역과 흉년 등이나 국고의 사정으로 지

원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당은 사설초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재산이나 법적인 인가를 요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존폐가 자유로

웠으며, 필요에 따라 뜻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서당을 유지, 경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양반의 자제가 아니더라도 널리 평민들의 자제들에게까

지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서당 설립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김태환, 2004: 

15-16). 첫째는 사숙(私淑) 또는 독서당(讀書堂)의 유형이다. 대개 문벌

가나 유력가가 그들의 자제교육을 위하여 훈장을 초빙하고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형태이다. 둘째는 동계서당(洞稧書堂)의 유형이다. 양반계층이

나 유력 자산가의 문중에서 학계(學稧) 또는 학전(學田)을 조직, 경영하

면서 마을에다 서당을 짓고, 그들의 자제들을 교육시키는 문중서당이다. 

이에는 학사(學事)를 담당하는 유사(有司)가 선출되어, 훈장에 대한 급여

殷富 其於供億需應之際 雖有許多縻費之弊 固無難繼之患矣 今則經亂之後 國儲板蕩 

日月經費 猶患匱竭 而復立書堂 凡百所需之物 一皆辦出 已非可支之道 況値大無之

年 公私赤立 比前尤急 此正省減裁損 以除一分之弊 而賜暇之員 亦異於平時無事之

日 不得專意讀書 徒爲虛局 各該司進排之物 盡歸於下吏之手 物情深以爲未便 請被

抄之員 在家讀書 書堂姑爲革罷 近來百隷怠官事 亡其舊 豈非大可寒心者乎 至於史

局 則爲任極重 王言出納之際 不可一刻無者 而頃日藥房問安之時 史官終不進參 此

前古所未有之事也 爲承旨者 若無史官 決不得承奉批答 而不爲善處 矇然承受 此路

一開 後日之弊 有不可言 請其日不進史官罷職 進參承旨遞差 答曰 依啓 承旨推考 

「朝鮮王朝實錄」, 光海君日記 56卷, 光海君1年(1609) 10月8日).

53) 사헌부가 아뢰기를, 서당(書堂)을 설립한 것은 오로지 문재(文才)를 길러서 나라를 

빛내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난리 뒤에 오랫동안 폐하였다가 지난해에 다시 설치한 

것은 그 뜻이 범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경비를 줄이고자 하여 곧

바로 혁파하였습니다. 한 해 동안에 소요되는 쌀과 콩이 겨우 1백여 석뿐이 안 되

는데, 이 사소한 소비를 아까워해서 문교를 숭상하는 가르침을 폐하여서 조종 조에

서 인재를 육성하던 성대한 뜻을 오늘날에 다시 볼 수 없게 하니 식자들의 한탄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다시금 설치하도록 명하여서 문예(文藝)를 숭상하고 장려하

는 거조를 중하게 하소서. 답하기를, “서당에 대한 일은 우선은 뒷날을 기다리라. 

의심경의에 대한 일은 해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해 조처하게 하라. 나머지 일은 아

뢴 대로 하라.” 하였다.(司憲府啓曰 書堂之設 專爲儲養文才 而爲華國之用也 亂後

久廢 而頃年復設者 意非偶然也 其後爲其糜費 旋爲革罷 一年所供米太 僅百餘石 惜

此些小之費 乃廢右文之敎 使祖宗育才之盛意 不復見於今日 識者之歎 寧有極乎 請

命復設 以重崇奬文藝之擧 答曰 書堂事 姑待後日疑心經義事 令該曹更爲議處 他餘

事 依啓 「朝鮮王朝實錄」, 光海君日記 56卷, 光海君4年(1612) 8月2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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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포함하여 기본재산의 관리를 맡았다. 또한 동계서당의 강당은 때로 

문중의 회의장소로 활용되었으며, 향풍(鄕風)을 규찰하는 간이재판소의 

구실을 하였다. 셋째는 훈장의 자영서당(自營書堂)이다. 훈장 자신이 집

에서 생계유지나 소일을 위하여 개설한 서당이다. 이들 중에는 문리(文

理)가 충분히 습득되지 않은 이른바 ‘촌학구’(村學究) 또는 ‘궁생원’(窮生

員)이라고 불릴 정도의 훈장이 대부분이어서, 때로 훈장들은 교육하는 

일 외에 마을의 대서(代書)를 전담하기도 하였다. 넷째는 문중연립서당

(門中聯立書堂)이다. 이는 문중(동계)서당의 확대 형으로서, 지체가 비슷

한 마을끼리 그 향촌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이 뛰어난 스승을 모시고, 각 

마을의 재능 있는 청년자제를 선택하여 교육시키는 고급서당이다. 이는 

통혼권(通婚圈)이 같은 집안끼리 그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는 한편 같은 

사문(師門)의 학통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교육문화적인 의도에서 설립된 

서당이다.

서당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한 것은 16세기 사림파(士林派)의 등장과 

시기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때의 서당 설립의 주도 세력은 대부분 당

시 향촌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녔던 명문 사족 출신인 대토지 소유

자였다. 예를 들면, 안동의 의성 김씨(義城金氏) 가문, 고평(高坪)의 청

주 정씨(淸州鄭氏) 가문, 의성의 함양 박씨(咸陽朴氏) 가문 등이 그 전

형적인 사례들이다.

17세기에 사족이 연합하여 서당이 설립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다수의 

씨족이 몇 개의 자연촌을 대상으로 서당을 설립하였던 사례들이 이 시

기에 나타난다. 당시 사회신분제의 동요를 억제하고, 엄격한 신분적 차

등윤리를 향촌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두는 것이었다. 이것은 17세기 후

반까지는 18세기 후반에 대두되었던 비 사족 중심의 서당 경영 및 서당

교재 출현, 서당 훈장 층의 민란참여 현상과 같은 중세적 신분제사회 

해체현상이 심화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조정에서는 여러 가지 진흥책을 폈으나 조선 말기에 이르러서는 점차 

교육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에 그치게 되었다. 이는 당시 학풍의 쇠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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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온 사회적 경제적 모순의 당연한 귀결이었다. 매관매직을 통한 입신

영달의 풍조는 교육의 기본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였고, 서당은 문자

해독교육의 구실밖에는 다른 교육적인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되었다. 그

러나 이러한 서당교육의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선각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부단히 검토되었지만, 국가재정과 관료조직의 성격으로 

사실상 현실화하기엔 불가능하였고 19세기 후반을 맞이하면서 근대교육

의 전개와 일제 강점기를 맞아서 쇠퇴되었다.  

5) 사학십이도(私學十二徒) 

고려의 대 유학자[儒臣]들이 후진을 양성하기 위하여 개경에 설립한 

사학(私學)으로 관학(官學)인 국자감과 쌍벽을 이루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문종(文宗, 재위1046～1083)때 최충(崔沖, 984～1068)54)이 최초로 세운 

구재학당[낙성재(樂聖齋)·대중재(大中齋)·성명재(誠明齋)·경업재(敬業齋)·

조도재(造道齋)·솔성재(率性齋)·진덕재(進德齋)·대화재(大和齋)·대빙재(待

聘齋)] 외에 11명의 유신들이 앞 다투어 세웠는데, 이중에서 최충의 문

헌공도(文憲公徒)가 가장 번성하였다고 한다. ｢고려사｣에서 십이도를 누

가, 어떻게 세웠는지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무릇 사학(私學)으로는 문종(文宗) 때에 태사(大師) 중서령(中書

令) 최충(崔沖)이 후진(後進)을 불러 모아 싫증내지 않고 열심히 가

르치고 깨우치자[敎誨不倦], 푸른 깃옷을 입은 생도들[靑衿]과 흰옷

을 입은 민(民)들[白布]이 그 집의 문과 거리를 가득 메우고 넘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9재(齋)로 나누었으니 낙성재(樂聖齋)·대중재(大中

齋)·성명재(誠明齋)·경업재(敬業齋)·조도재(造道齋)·솔성재(率性齋)·진

54) 최충: 자는 호연(浩然), 호는 성재(惺齋)·월포(月圃)·방회재(放晦齋), 시호는 문헌(文

憲)이다. 그는 약관의 나이로 과거에 장원하여 습유(拾遺), 보궐(補闕), 한림학사(翰

林學士), 예부시랑(禮部侍郞), 간의대부(諫議大夫) 등 학문적 소양을 필요로 하는 관

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후에 문종(文宗)때 최고 관직인 문하시중(門下侍中)으로 승

진하였으며, 과거의 시험관인 지공거(知貢擧)를 두 번이나 맡았던 당대 최고의 유학

자로 해동공자(海東孔子)로 불리었다. 무엇보다도 고려 최초 사학 설립자이다.(「高

麗史」 卷第95, 列傳8 諸臣 崔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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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재(進德齋)·대화재(大和齋)·대빙재(待聘齋)가 그것으로써 이를 일

러 ‘시중최공도(侍中崔公徒)’라고 하였다. 의관자제(衣冠子弟)들로서 

무릇 과거(科擧)에 응시하려는 자들은 반드시 먼저 이 도(徒)에 들

어가 배웠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승방(僧房)을 빌려 하과(夏課)를 

열었는데, 도(徒) 출신으로 급제(及第)하여 학문이 우수하고 재능이 

많지만 아직 관직에 나가지 못한 사람을 택하여 교도(敎導)로 삼았

다. 배우는 것은 9경(經)과 3사(史)였다. 간혹 선배[先進]가 찾아오

면 촛불에 금을 그어〈시간을 정해두고〉시(詩)를 지어 등급을 붙여

놓고 이름을 불러 들어오게 한 후 술자리를 베풀어주었다. 아이들

과 어른들[童冠]이 좌우에 벌려있으면서 술잔과 안주를 받드는데, 

나아왔다 물러나는데 예의가 있고 어른과 아이의 질서를 지키며[長

幼有序] 하루 종일 시를 수창(酬唱)하였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아름

답다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그 뒤부터 무릇 과거에 응시하려는 자

들 역시 모두 이름을 9재의 적(籍)에 두었으니 이를 문헌공도(文憲

公徒)라고 일렀다. 또 유신(儒臣)으로서 도(徒)를 세운 이들이 11명

이었다. 홍문공도(弘文公徒)라 하는 것은 시중(侍中) 정배걸(鄭倍傑)

이〈세웠는데〉일명 웅천도(熊川徒)라고 불렀다. 광헌공도(匡憲公徒)

라 하는 것은 참지정사(參知政事) 노단(盧旦)이, 남산도(南山徒)라 

하는 것은 좨주(祭酒) 김상빈(金尙賓)이, 서원도(西園徒)라 하는 것

은 복야(僕射) 김무체(金無滯)가, 문충공도(文忠公徒)라 하는 것은 

시중(侍中) 은정(殷鼎)이 〈세운〉것이다. 양신공도(良愼公徒)라 하는 

것은 평장사(平章事) 김의진(金義珍)이, 혹은 낭중(郎中) 박명보(朴

明保)가 세운 것 이라고도 한다. 정경공도(貞敬公徒)라 하는 것은 

평장사 황영(黃瑩)이, 충평공도(忠平公徒)라 하는 것은 유감(柳監)

이, 정헌공도(貞憲公徒)라 하는 것은 시중(侍中) 문정(文正)이, 서시

랑도(徐侍郞徒)라 하는 것은 서석(徐碩)이 세운 것이며, 구산도(龜

山徒)라 하는 것은 <누가 세웠는지〉자세하지 않다. 문헌공(文憲公) 

최충의 도(徒)를 합하여 세간에서 12도(徒)라고 불렀지만, 최충의 

도가 가장 번성하였다(凡私學文宗朝 大師中書令崔冲收召後進 敎誨

不倦 靑衿白布 塡溢門巷 遂分九齋 曰樂聖大中誠明敬業造道率性進

德大和待聘 謂之侍中崔公徒 衣冠子弟 凡應擧者 必先肄徒中 而學

焉 每歲暑月 借僧房 結夏課 擇徒中及第 學優才贍 而未官者 爲敎

導 其學則九經三史也 閒或先進來過 乃刻燭賦詩 榜其次第 呼名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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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 仍設酌 童冠列左右 奉樽俎 進退有儀 長幼有序 竟日酬唱 觀者

莫不嘉嘆 自後 凡赴擧者 亦皆肄名九齋籍中 謂之文憲公徒 又有儒

臣立徒者十一 曰弘文公徒 侍中鄭倍傑 一稱熊川徒 曰匡憲公徒 叅

政盧旦 曰南山徒 祭酒金尙賓 曰西園徒 僕射金無滯 曰文忠公徒 侍

中殷鼎 曰良愼公徒 平章金義珍 一云郞中朴明保 曰貞敬公徒 平章

黃瑩 曰忠平公徒 柳監 曰貞憲公徒 侍中文正 曰徐侍郞徒 徐碩 曰

龜山徒 未詳 幷文憲公冲徒 世稱十二徒 然冲徒最盛 「高麗史」 卷第

74, 志 卷第28, 選擧2, 學校).

사학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최충의 학당은 고려사회에 과거제가 정착

함에 따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의 학당[문헌공도]에 입학해 공부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학문적 성취

가 정치적·사회적 성공과 직결되는 문화가 정착함에 따라 문벌귀족들은 

새로운 교육기관을 필요로 하였는데, 최충은 이러한 흐름을 정확히 읽어

냈던 것이다. 최충은 생도가운데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아직 벼슬하지 못

한 사람들을 초빙하여 9경과(주역, 시경, 서경, 효경, 예기, 춘추, 주례, 

논어, 맹자) 3사를(사기, 한서, 후한서) 가르치게 하였다. 

사학십이도(文憲公徒, 弘文公徒, 匡憲公徒, 南山徒, 西園徒, 文忠公

徒, 良愼公徒, 貞敬公徒, 忠平公徒, 貞憲公徒, 徐侍郎徒, 龜山徒)는 교

육과정상 국자감과 대체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있었으나, 고려 말로 가면

서 국자감의 예비과정으로 전락하는 등 변화를 겪다가 공양왕(恭讓王) 3

년(1391)에 정파(停罷)되었다.

6) 서원(書院)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士林)

에 의해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이다. 특히 선현(先賢)을 모시고 성리학을 

강론하는 두 기능을 결합시킨 서원으로 중종 36년(1541)에 주세붕(周世

鵬, 1495～1554)이 풍기군수로 부임 해 와서 세운 것으로 중종실록에 

“사신은 논한다. 풍기는 안향의 고향인데, 주세붕이 안향의 고향인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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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순흥-지금의 풍기-땅에 사우(祠宇)를 세워 봄·가을에 제사하고 이름

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라 하였다. 좌우에 학교를 세워 유생이 거

처하는 곳으로 하고, 약간의 곡식을 저축하여 밑천은 간직하고 이식을 

받아서, 고을 안의 모든 백성 가운데에서 준수한 자가 모여 먹고 배우

게 하였다. 당초 터를 닦을 때에 땅을 파다가 구리 그릇 3백여 근을 얻

어 경사(京師)에서 책을 사다 두었는데, 경서(經書)뿐만 아니라 무릇 정·

주(程朱)의 서적도 없는 것이 없었으며, 권과(勸課)도 게을리 하지 않았

다.”55)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주세붕이 중국의 주자가 세운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모방하여 창건된 서원이 백운동서원으로 우리

나라 서원의 효시(嚆矢)이다. 

그 후로 나라에서는 백운동서원에 편액과 서책, 학전(學田) 등 많은 

재정적 지원이 내려졌다. 백운동서원의 설립 동기는 1542년 「중종실록」 

1월 4일의 기사를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요사이 사학(四學)의 관원들이 교회(敎誨)하는 데 

뜻이 없어 유생(儒生)들이 전혀 모이지 않아 학사(學舍)가 늘 비기 때문

에, 전복(典僕) 들이 날마다 소 잡기를 일삼아 하여 뼈가 구릉(丘陵)처럼 

쌓이게 되었는데도 조금도 금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 학(學)의 장무관

(掌務官)들을 파직하여 이 폐단을 개혁하소서.’ 하니, 답하였다. 학교의 

관원들이 소 잡는 것을 금지하지 않아 뼈가 언덕처럼 쌓이게 되었으니 

지극히 부당하다. 아뢴 대로 파직하라. 나머지는 윤허하지 않는다.”56)

라고, 즉 교실이 도살장으로 변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 주세

붕이 서원을 세우게 된 직접적인 동기였다. 그 외의 원인으로는 관학의 

55) 史臣曰 豐基安珦之鄕 世鵬於珦之舊居 爲建祠宇 春秋享之 名曰 白雲洞書院 左右有

序 以爲儒生棲息之所 儲穀若干 存本取利 使郡中凡民俊秀者 聚食而學焉 當初開基

時 掘地得銅器三百餘斤 貿書冊於京師 而藏之 非徒經書 凡程朱之書 無不在焉 勸課

不怠(「中宗實錄」 95卷, 中宗36年 5月22日 丁未).

56) 乙酉臺諫啓前事憲府又啓 近來四學官員等 無意敎誨 儒生專不聚會 學舍常空 故典僕 

日以殺牛爲事 積骨成丘而略不禁止 各學掌務官等 請罷以革其弊  答曰學官員等 不

禁典僕殺牛 積骨成丘至爲不當 如啓罷職可也 餘不允(「中宗實錄」 97권, 중종37년 1

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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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와 사림의 성장으로 15세기말 평민들이 군역을 피해 향교로 몰려들

자 사족들은 향교를 꺼려 관학은 더욱 쇠퇴하였다. 

이후 서원은 학문, 교육이라는 보호막으로 훈척(勳戚)이나 수령의 견

제를 피하면서 유교적 향촌 질서를 확립하는 사림세력을 결집하는 기능

을 확보해 갔다. 또한 사림의 중심기구로 삼아 향촌의 풍속을 교화하려

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림과 안향의 후손들을 제외하고 풍

기 사림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는데 1546년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한 안향

의 11대 손인 안현(安玹)의 노력으로 백운동서원은 확고한 기반을 갖추

게 되었다. 이러한 때 퇴계이황(退溪李滉, 1501～1570)이 주세붕의 후

임으로 풍기군수에 부임하자 국가에다 서원의 공인을 청원하여 명종(明

宗) 5년(1550)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는 어필(御筆)현판과 함께 서

적, 토지, 노비를 하사 받아 조선 최초 사액서원(賜額書院)이 되었다. 

이에 따라 백운동서원은 점차 풍기 사림의 중심 기구로 변모해 나갔

다. 그러자 지역사족들도 서원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이때 퇴

계이황은 교화의 대상과 주체를 일반 백성과 사림으로 나누어 이들의 

습속을 바로 잡아 학문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는 일이 우선이었다. 그러

면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 우선 도학(道學)을 천명하고 이를 밝혀야 한다

고 하였다. 그리고 서원을 통해 사림을 교육하는데, 목표는 인품이 훌륭

한 성현을 본받고 관리를 양성하는데 있었다.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소학」부터 시작하여 「사서」와 「오경」을 중심으로 모두 익

힌 다음에는 「가례(家禮)」와 「근사록(近思錄)」과 같은 성리학에 관한 지

식을 배우도록 했다. 

서원의 기능은 주로 선현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제사의 대

상인물은 성균관과 향교와는 차이가 있는데, 향교와 성균관은 문묘에 모

셔진 분을 지내는데, 서원은 사학(私學)이라는 특성상 문중에 의해 건립

되었으므로 자신의 문중가운데 뛰어난 인물을 배향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또 다른 기능은 사림이 은거하며 학문을 닦는 장수처(藏修處)이면서 

동시에 향촌사림들이 모이는 취회소(聚會所)였으며, 학생들이 학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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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다양한 도서를 보관하는 도서관의 기능과 책을 출판하는 기능도 담

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장판고(藏板庫)’ 또는 ‘장판각(藏板閣)’ 이라는 

서고(書庫)가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지방의 풍속을 순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는 곳으로 그 지역의 여론을 이끌어 나가고 각 지방별

로 향약(鄕約)을 기준으로 효자나 열녀 등을 표창하고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사람을 성토하는 등의 직접적인 교화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활

용되었다.  

그러다 임진왜란(壬辰倭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을 겪으면서 국가멸

망의 위기직전까지 갔다. 이와 같은 위기는 양반중심의 신분질서에 새로

운 변화를 가져왔는데, 양반신분의 증가와 평민, 노비의 감소 양상으로 

나타나 각 계층 간의 분화가 발생했다. 사림이 정치를 주도하면서 시작

된 붕당정치는 예송과 여러 차례 환국을 겪으며 점차 성격이 변하여 노

론중심의 정치로 변질되어 정치에 참여하는 양반은 소수가 되고 다수의 

양반은 향촌사회에서 권위를 유지하는 향반(鄕班)으로 전락하였다. 그래

서 다수의 양반들은 과거를 통하여 신분유지를 꾀하기 위한 상징적인 

수단으로 교육기관을 이용하였다(김해용. 2010: 11).

그리고 서원의 주된 운영은 조상을 봉사(奉祀)하기 위한 기구로 활용

하였고 훌륭한 조상을 둔 집안의 권위를 드러냄으로 향촌사회에서 양반

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와 같은 변화에 강학을 위주로 한 서원

의 교육은 적합하지 못하여 쇠락되어갔다. 서로 각자 가문에서 앞 다투

어 서원을 세우는 난립양상이 나타났다. 고종 8년(1871) 3월 「고종실

록」을 보면, “예조(禮曹)에서, ‘한 사람에 대해 중첩하여 세운 서원(書

院)을 헐어버리는 문제는 두 차례의 하교에 따라 신 조병창(趙秉昌)이 

대원군(大院君) 앞에 나아가 품의(稟議)한 결과, 성묘(聖廟)의 동쪽과 서

쪽에 배향하는 제현(諸賢)과 충절(忠節)과 대의(大義)를 남달리 뛰어나게 

지킨 사람으로서 실로 백세토록 높이 받들기에 합당한 47개 서원을 제

외하고는 모두 제사를 그만두며 현판을 때어내도록 하라.’는 뜻으로 하

교를 받들었습니다. 이미 사액(賜額)하여 계속 남겨두어야 할 47개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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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별단(別單)으로 써서 들입니다. 계하(啓下)한 뒤 각도(各道)에 행회

(行會)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57) 결국 조선의 많은 서원들은 대원군

의 서원철폐령으로 47개만 남고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57) 禮曹以書院疊享毁撤事 謹依兩度下敎 臣秉昌進詣大院君前稟議 則以爲聖廟東西廡配

食諸賢及忠節 大義卓然炳烺 實合百歲崇奉之四十七院外 竝爲撤享撤額之意奉承敎意 

已賜額常存處 四十七院 謹玆別單書入 待啓下 行會各道啓(「高宗實錄」 8卷, 高宗8

年 3月20日 庚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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