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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편

문 화

제1절 유교

1. 우리나라유교사상의도입과전근 유교

종교란 무엇인가는 다양한 방법과 기준에 의해 정의되고 있다.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되는가 하면, 그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한

국의 종교에도 어디까지를 종교라고 할 수 있느냐에 해서는 다양한 입장

이 있다. 그러한 논의 가운데 체계적인 교리와 조직화된 교단을 갖춘 제도

종교만이 종교라는 입장이 있는데, 그에 따라면 유교도 불교∙천주교∙기

독교∙신종교 등과 함께 종교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

유교(儒敎)는 중국의 표적인 사상으로 춘추시 말기에 공자(孔子)에

의해 시작되었고, 전국시 에는 제자백가(諸子百家) 중의 하나 다. 한나

라 때인 B.C 136년에 국교가 된 이래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역 조정의

지지를 얻으며 정교일치(政敎一致)의 학문으로 중국의 사회∙문화 전반을

지배해 왔다. 또한 한자 문화권인 한국∙일본 및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도

전해져서 큰 향을 주었다. 중국에서는 유교라는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학파를 의미하는 유가(儒家)나 학문을 의미하는 유학(儒學)이라는 말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교라는 말은 외래의 불교에 비시켜 서기

300년 무렵부터 쓰기 시작한 듯하며, 유(儒)∙불(佛)∙도(道) 3교를 병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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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에 사용되었다. 유가∙유학에 해서 유교라는 말은 교화적인 면을

중시하여 어느 정도 종교적인 의미를 포함한 말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유교는 한마디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문이다. 수기는 자기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쌓는 것이지만 그 수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치인을 목적으로 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정치는 법률이나 형벌로 백성을 다

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교리와 언행을 통해 백성을 선도하는 것이며,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닦는 것이 필수 던 것이다. 따라서 윤리와 정치를

일체화한 학문인 것이다. 유교의 근본사상은 인(仁)이고, 효(孝)를 다하는

것이 인의 첫째이고, 형제에 한 제(悌)가 그 다음이라고 한다. 인은 자칫

하면 정(情)으로 흘러서 발로(發露)를 그르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을 억제

하여 적절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의(義)이다. 여기에 예(禮)∙지(智)를 추

가해서 사덕(四德)이라 부르며 여기에 신(信)을 추가해서 오상(五常)이라

고도 한다.

유교의 역사는 한나라 무제 때 국교화 된 것을 중심으로 그 이전의 원시

유교와 그 이후로 크게 나누어진다. 원시유교 시기에 예를 실행하여 잃어버

린 질서를 회복하고, 인으로써 사람을 섬겨야 한다는 공자의 주장에 공명한

인사들이 문하에 모여들어 유교교단을 탄생시키었다. 이후 맹자(孟子)는

성선설을 통하여 공자의 윤리설을 내면적으로 심화시켰고, 왕도정치(王道

政治)를 주창하여 공자가 말하는 덕치에 한 구체안을 제시하 다. 국교

화 이후부터 당 말기까지의 유교를 한당 훈고학(訓 學 : 전통적 유교)이라

고 하는데, 이 때에는 논어보다는 5경을 더 중시하면서 5경에 한 주석을

내리는 것을 강조하여 유교는 경학(經學)으로 전개되었다. 송나라 초기에

서 명나라 말기에 이르는 시기에는 송명성리학(宋明性理學)이라는 신유교

가 전개되어 유교의 현상에 한 반성과 함께 혁신적인 기운이 움텄다. 명

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에는 신유교를 비판하고 훈고학으로 복귀하려

는 기운이 고조되더니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지향하는 고증학으로 발전하

다.

우리나라에는 위만조선(衛滿朝鮮)으로부터 한사군(漢四郡)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유교사상이 부분적으로 전래되었고, 삼국시 에 이르러 공자의

경학사상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가장 먼저 중국문화와 접촉하여 유교를 수용하 으

며, 서기 372년(소수림왕 2)에 상류층 자제의 교육을 위해 태학(太學)을

사진8-96 : 논어

사진8-97 : 맹자집주 전권(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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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워 오경을 가르치니 유학의 정치원리에 입각한 인재를 배출하기 시작하

다.

백제는 해상을 통해 중국과 교류함으로써 유교 및 여러 문물∙사상을 받

아들여 발전시켰다. 일찍부터 한문을 사용하여『서기(書記)』등의 역사서

를 편찬하 으며, 5경박사 등을 두어 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시

키기 시작하 으며, 4세기 후반부터는 유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여 일본

에까지 전파되었다. 특히 백제의 아직기(阿直岐), 왕인(王仁), 단양이(段楊

爾), 고안무(高安茂)가 유학을 전파하여 왕실의 스승이 되는 등 일본 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 다. 

신라는 지리적 향으로 인해 유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 으나 사회질서

와 정치이념에 유효 적절하게 토착화하 다. 순장(殉葬)을 금지하고, 국호

를 신라로 확정하 으며,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하는 일 등은 모두

유교사상이 국가현실에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화랑을 효제충신으로

교육하고, 현좌충신이 화랑도에서 배출되었다 하고, 화랑들이『시경』∙『상

서』∙『예기』등을 배울 것을 하늘에 맹세했다는 것으로 보아 화랑도와 유

교는 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일 이후에는 신문왕(神文

王 : 681�692) 에 국학(國學)을 세워 교육제도를 정비하 는데, 그 편

제나 교과 내용이 모두 유학에 입각한 것이었다. 또한 788년(원성왕 4)에

는 독서삼품과(�書三品科)를 설치하여 유교적 소양에 따라 인재를 등용

하 다.

고려 태조는 학교를 창설하여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 고, 광종 때에는 과

거제도를 실시하여 관료체제를 확립하 으며, 성종 때에는 팔관회 등의 불

교행사를 금하고 유교주의를 채택하여 정치의 사상체계로 확립하 는데,

최승로(崔承� : 927�989)의 활약이 컸다. 문종 때 해동공자라고 불리던

최충(崔沖)은 사학인 구재학당(九齋學堂)을 열고 경전으로 문도를 가르치

니, 이를 본받아 유신들이 다투어 사학을 열어 십이공도(十二公徒)가 나타

나기에 이르 다. 뒤이어 예종은 문무칠재(文武七齋)와 양현고(養賢庫)를

설치하는 등 국자감 부흥에 힘써 유학 기풍이 날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김

부식(�富軾)의『삼국사기』가 편찬되었는데, 이는 유학적 역사의식과 역사

서술 체계를 갖춘 역사서로 평가된다. 무신정변 이후 유학은 침체기에 접어

들었으나, 고려 말엽에 성리학이 도입되어 유학을 부흥시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성리학은 안향이 원나라에서 도입한 이래 백이정∙우탁∙권

고려 태조는 학교를 창설하여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 고, 광
종 때에는 과거제도를 실시하
여 관료체제를 확립하 으며,
성종 때에는 팔관회 등의 불교
행사를 금하고 유교주의를 채
택하여 정치의 사상체계로 확
립하 는데, 최승로(崔承� :
927�989)의 활약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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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등 신진학자들의 수용단계를 지나

이색∙정몽주∙이숭인∙길재 등에 이

르러 학문적으로 심화되어 신왕조의 이

론적 기틀이 되었다.

유교는 조선시 에 와서 전성기를 맞

이하 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유교의 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세종 때 유교문화가

꽃을 피운 이래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문물제도가 정비되었다. 

유교는 조선시 에 와서 전성기를 맞

이하 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 유교의 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세종 때 유교문화

가 꽃을 피운 이래 성종 때에 이르러서는 문물제도가 정비되었다. 그러나

15세기 말엽부터 남의 사림파(士林派)가 정계에 진출한 이래 훈구파와

립하여 사 사화(四大士禍)가 일어났다. 특히 중종 때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사림들이 왕의 신임을 바탕으로 향촌자치제와 왕도정치를 주장하

다가 훈구파에게 몰려 몰락하 는데, 기묘사화(己卯士禍) 이후로는 사림

들이 정계 진출을 단념하고 향촌으로 내려가 학문에 주력하는 풍조가 일어

났다. 학문 경향도 사색과 이론 탐구에 치중하면서 발전하 는데, 서경덕

(徐敬德)과 이언적(�彦迪)은 조선 성리학의 선구자 다. 그 뒤를 이어 명

종∙선조 때 많은 유학자가 배출되어 성리학은 일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

중에서도 이황(�滉)과 이이(�珥)가 표적인 학자로, 그 학풍이 후세 학

자들에게 큰 향을 끼쳤다. 조선의 성리학은 이황

계열의 남학파와 이이 계열의 기호학파로 학설

이 양분되는 경향을 보 다. 특히 이황의 학설은

일본 주자학파에 커다란 향을 주어 일본 문화 발

전에 기여했다. 양난 이후 예학이 성립되어 김장생

(�長生)∙송시열(宋時�) 등이 17세기 한 시 를

풍미하 고, 이어 실학사상이 두하여 박제가(朴

齋家)∙정약용(丁�鏞) 등이 ∙정조시 를 전

후로 활발히 활동하 다. 

사진8-98 : 안향 사진8-99 : 정몽주

사진8-100 : 성균관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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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접어들면서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실학파의 활동이 부진해지자

다시 성리학이 세력을 만회하 다. 그 뒤 서학(西學) 세력의 진출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유학자들에 의해 위정척사사상(衛正斥邪思想)이 두하여

외국사상과 외국문물에 한 배격운동을 전개하 다. 일본의 국권들이 거

세어지면서 주권수호를 위한 의병항쟁도 펼쳤던 것이다.

국권피탈 이후 일제는 문화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친일 유학자를 이용, 성

균관을 경학원(經學院)으로 격하시켜 한국 유교의 맥을 단절시키고자 하

고 명륜전문학교(明�專門學校)를 부설하여 황도유교(皇道儒敎)를 선

전하는 등 기형적인 교육을 실시하 다. 1945년 광복 이후 전국 유림(儒

�)의 총의로 경학원을 성균관으로 환원시키고 1946년 전국 유림의 결합

체인 유도회(儒道會)를 결성함과 동시에 성균관 학교를 창설하여 유학정

신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광양향교

� 1920년 광양향교 전도

�「제5편 교육, 제1장 전통시 의 교육」편

에서 광양향교에 한 연혁 및 교육내용

이 서술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중복된 내

용은 생략함.

가. 광양향교 창건연

광양읍 우산리 509번지에 위치한 광양향

교(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11호)의 창건연

는 1925년에 편찬된『광양군지』에 수록된

‘ 성전 중건상량문’에 병(丙)년에 창설하기 시작하여 정(丁)년에 완성하

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추정하건 광양향교가 1396년(태조 5년) 병자

년에 건립되기 시작하여 1397(태조 6년)정축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준다고 볼 수 있다.

나. 광양향교 소장자료

① 문서류

� 향약안

�「광양향약안」1책과「광양군보면 향약안」1책이 있다. 양자가 모두 서

사진8-101 : 광양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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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이어「계전입본질( 錢�本秩)」, 「파식질(播殖

秩)」, 「각면약원자전마연질(各面約員資錢磨�秩)」,

「향약강회록(鄕約講會錄)」, 「각면유사록(各面有司

錄)」에 이어 약원(約員)의 명단을 싣고 있다.

�전자가 1895년(고종 32년)의 약원(約員) 249명단

을 각 면별로 구분, 신분, 성명, 자(字), 년생, 본관순

으로 열기한데 하여 후자는 1902년(광무 6년)의

유림 588명을 그 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작성양식에 있어 차이가 없으며 부록으로

「향약홀(鄕約笏)」, 「강규(講規)」, 「상읍예홀(相揖�

笏)」등이 있다.

� 광양군 사림계안

향약의 전통을 이은 사림조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서 1917년의 것과 1929년의 것 각 1책이 있다. 전자에는 허현석(許 錫)

의 서문과 11개조의 규약 및 1912년 이후의 입원록에 이어 각 면리별

사림계원의 명단이 성명, 자, 생년, 본관 순으로 실려있다. 후자에는 송하섭

(宋夏燮)의 서문과 규약에 이어 임원록 없이 전자와 동일한 양식의 계원유

림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 직원안

1909�1985년까지 광양향교의 직원 및 전교를 지낸 인물들을 상으로

작성한 임원록이다. 그들의 성씨, 본관, 생년월일, 임명년월일, 퇴임년월일,

사령관청명, 사업개요등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이다. 책머리에 1939년 황

병 (黃炳泳)찬의 서문이 있다.

� 광양군 사림계금 장 및 광양군 사림계중기

각 2책으로서 전자는 1917년과 1929년분 사림계원의 계금출액을 각 면

리별, 계원별로 작성하여 성책한 것이며, 후자는 1922�1937년까지의 계

금 출납사항, 식본질, 계금결산내역 등을 기록한 것이다.

② 현판류

광양향교에 보존되어 있는 현판은 모두 25매(枚)에 달하고 있다. 1910

년 이후의 것이 16매에 이르고 있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 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관리상태가 매우 좋은 편이다.

제2장 종교

사진8-102 : 1920년 광양
향교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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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양향교의 건축물

① 입지환경 및 건물배치

향교가 들어선 곳은 종횡으로 경사가 심한 지형으로서 건물의 배치에 있

제8편 문 화

사진8-103 : 명륜당 풍화루 중수기 사진8-104 : 향교 재실 중건기

<표8-1> 광양향교의현판

년 순 현판명 년 찬(撰) 서(書) 장광(長廣) 비고

1 風化樓重建上樑文 1765(英祖41) 尹謐 136×37

2 大成殿重建記 1817(純祖17) �明緖 132×50

3 校弊厘革實記 1858(哲宗9) 徐漢儁 70×33

4 明倫堂風化樓重修記 1865(高宗 1) �有善 103×42

5 �賢陞配事蹟 1884(高宗21) 朴熙勸 89×37

6 校宮修理記 1892(高宗29) 鄭曙和 安�默 75×32

7 (            ) 壬辰(1892?) 行縣監(?) 85×37

8 大成殿上樑塗灰宮墻新築事蹟 1900(光武4) 姜三會 83×34

9 興學實記 1901(光武 5) 蔡憲永 90×31

10 光陽郡文廟重修記 1919 尹寧求 89×30

11 光陽郡明倫堂揭板記 1919 尹寧求 尹寧求 52×33

12 光陽鄕校重修記 1921 �東宇 97×30

13 (               ) 1923 黃承玹 90×29

14 校弊重革記 1927 金�奎 89×32

15 鄕校重修記 1927 許 錫 徐哲欽 48×30

16 大成殿重修記 1932 宋夏燮 鄭容球 87×37

17 鄕校齋室重建記 1936 鄭軫和 徐炳淵 67×36

18 士林契中興記 1943 �哲宇 朴鍾模 124×34

19 文廟祭器改革事實記 1944 徐漢忠 �鎔儀 90×38

20 上齋重修記 1954 徐漢忠 鄭容玉 118×36

21 明倫堂重修記 1959 徐漢忠 鄭容玉 74×34

22 校宮神門重建記 1963 徐漢忠 權弼洙 76×30

23 乙巳校宮事業記 1969 朴鍾凡 河燦鎬 57×30

24 校宮電話器設置記 1977 姜大勳 朱鎬民 80×33

25 鄕校墻 修築記 1978 朱正洙 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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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도 고저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각 건물을 배치하 다. 지의 전체형상

은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건물의 전체 배치유형 또한 암향교와 같은『좌

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약 1,340평의 지위에는 성전(40평)을 비롯하여 명륜당(20.2

평), 동재(13.4평), 서재(6.2평), 상재(15.8평), 재실(17.9평), 제기고(6.2

평), 풍화루(12.6평), 내삼문(3.2평), 측문(2.9평) 등이 있다. 이 중 풍화루

는 1615년에 우산리의 보은마을에 있었던 보은사가 없어지면서 그 정문을

옮긴 것이라 전한다.

건물의 세부배치 모습 및 동선에 하여 살펴보면 본 향교는 지반차가 심

한 지에 년차적으로 건물이 들어선 관계로 축의 이용이 일정치 않고 배

치 또한 자유롭게 되어있다. 성전은 지의 좌측 상단 높은 곳에 위치하

고 있으며, 명륜당은 향교의 주진 입문인 풍화루에서 약 26m전방에 자리

하고 있다.

명륜당 전면 좌우측으로 규모가 다른 동∙서재가 칭형식으로 놓여져

있는데 서재는 정면이 서쪽으로 나있어 그 옆에 건립된 재실과 함께 또 하

나의 교육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명륜당 우측으로는 상재라는 재실이

자리하고 있으며, 좌측으로는 수령이 약520년쯤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있다. 현재 문묘구역으로의 진입은 내삼문을 이용하지 않고 재실 뒷편의

13단 계단을 통하여 측문으로 출입하게 되어있다.

② 건축구조 및 의장

㉮ 성전(大成殿)

제2장 종교

사진8-105 : 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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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향교 성전신위봉안차도

①

③

⑤ ④

②

⑦

⑦

⑨

⑪

⑬

⑮

�

�

�

�

�

� �

�

�

�

�

�

⑭

⑫

⑩

⑧

⑥

⑥

① 성지성문선왕(大成至聖文宣王)

② 연국복성공안자( 國復聖公顔子)

③ 성국종성공증자( 國宗聖公曾子)

④ 기국술성공자사(沂國述聖公子思)

⑤ 추국아성공맹자(鄒國亞聖公孟子)

⑥도국공주돈-송조(道國公周惇-宋朝)

⑦예국공정호-송조(豫國公程顥-宋朝)

⑧락국공정이-송조(洛國公程 -宋朝)

⑨휘국공주희-송조(徽國公朱熹-宋朝)

⑩홍유후설총-신라(弘儒候薛聰-新羅)

⑪ 문창후최치원-신라(文昌候崔致

遠-新羅)

⑫문성공안유-고려(文成公安裕-高麗)

⑬ 문충공정몽주-고려(文忠公鄭夢

周-高麗)

⑭ 문경공김굉필-이조(文敬公金宏

弼-�朝)

⑮ 문헌공정여창-이조(文獻公鄭汝

昌-�朝)

� 문정공조광조-이조(文正公趙光

祖-�朝)

� 문원공이언적-이조(文元公�彦

迪-�朝)

�문순공이황-이조(文純公�滉-�朝)

� 문정공김인후-이조(文正公金�

厚-�朝)

�문성공이이-이조(文成公�珥-�朝)

�문간공성혼-이조(文簡公成渾-�朝)

� 문원공김장생-이조(文元公金長

生-�朝)               

�문열공조헌-이조(文�公趙憲-�朝)

�문경공김집-이조(文敬公金集-�朝)

� 문정공송시열-이조(文正公宋時

�-�朝)

� 문정공송준길-이조(文正公宋浚

吉-�朝)               

� 문순공박세채-이조(文純公朴世

采-�朝)

제8편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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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 3칸, 측면 3칸의 전퇴를 둔 단층전각으로 지붕

은 맛배지붕이며, 양박공면에는 풍판(風板)을 설치하

다. 장 석 1벌 기단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통형 두리기둥을 세웠으며, 기둥머리는 창방

(昌枋)으로 결구(結構)시켰다.

창방(昌枋)과 주심도리(柱心道里)의 장설(長舌)사

이에는 화반(花盤)을 1구씩 배치하 고, 공포( 包)

는 행공첨차(行工 遮)를 둔 이익공식(異翼工式)으로 쇠서의 상하로 연봉

형상이 초각(草刻)되어있다.

가구(架構)는 퇴주(退柱)와 같은 높이의 평주(平柱)를 전면벽체부분과

후면에 세워 퇴량과 량을 걸고 량위로는 다시 중량과 종량을 얹힌 7량

구조이며, 도리(道里)는 굴도리를 사용하 다.

창호는 전면에만 여러 종류의 창호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쌍여닫이문을

설치하 는데 상부는 빗살이고, 중앙은 팔각붙발기를 넣었으며, 하부는 판

장문(板長門)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문상부에는 띠살의 교창을 설치하

다. 천장은 연등천장이며, 바닥은 현재 하드보드지로 마감되어있다.

㉯ 명륜당(明倫堂)

각석으로 바른층 쌓기 한 기단상에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건립된 맛배

집이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그 머리는 창방(昌枋)으

로 결구된 5량 구조이며, 공포( 包)는 기둥머리에서 수설형(垂舌形)의 쇠

서 하나를 낸 초익공(初翼工)으로 되어있다.

창호는 전면 중앙칸에는 빗살 사분합문(四分閤門)을 그 좌∙우측으로는

미닫이 유리창을 설치하 으며, 양측면의 첫째 칸에도 외여닫이문을 설치

하 다. 천장에는 널반자로 마감되어있으며, 바닥에는 장마루를 깔았다.

㉰ 동재(東齋)

정면 4칸, 측면1칸반의 맛배집으로 전면 반칸폭으로

는 툇마루를 설치하고 그 안쪽으로 좌측 3칸에는 온돌

방을, 그리고 우측으로는 청을 드렸다.

기단은 현재 시멘트 몰탈로 마감되어 있고, 초석은

막돌초석을 놓았으며, 기둥은 원통형의 두리기둥을 세

웠다. 가구(架構)는 납도리로 결구한 4량 형식이다.

㉱ 서재(西齋)

제2장 종교

사진8-106 : 명륜당

사진8-107 : 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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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맛배집으로 내부는 모두

온돌방으로 꾸몄으며, 측면으로는 3칸 모두에 쭉마루를

설치하 다.

구조는 막돌 초석위에 방주(方柱)를 세우고 주두(柱

頭)없이 납도리만 결구한 3량 형식으로 되어 있다.

㉲ 상재(上齋)

정면 4칸, 측면 1칸반의 맛배집으로 처마는 홑처마이

며, 양박공면에는 풍판(風板)을 설치하 다. 평면형태

는 중앙2칸은 청이며, 양측으로는 온돌방을 드렸으

며, 전면 반칸폭에는 툇마루를 설치 하 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두리기둥을 세우고, 주두(柱

頭)를 놓은 다음 기둥 웃몸에서 창방(昌枋)으로 결구

한 3량 형식으로 도리(道里)는 6각 단면형을 사용하

으며, 량위로는 사다리꼴의 판 공(板臺工)을 놓아

종도리(宗道里)를 받게 했다. 기단은 현재 시멘트 몰탈

로 마감되어 있다.

㉳ 재실(齋室)

정면 5칸, 측면 1칸반의 맛배집으로 평면은 전면 반

칸폭으로 툇마루를, 그 안쪽으로는 좌측 3칸에는 온돌

방을 드리고, 우측 2칸 부분에는 청을 설치하 다.

그리고 방과 청 후면에는 벽돌조로 증축하여 각실의

반침으로 이용하고 있다.

구조는 다듬은 원형초석위에 두리기둥을 세운 5량

구조의 소로수장집이며, 도리는 전면의 주심도리(柱

心道里)만 굴도리를 걸쳤고 그 외는 납도리를 사용하

다.

㉴ 제기고(祭器庫)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맛배집으로 기와는 시멘트 양

식기와로 올려져있다. 구조는 막돌초석위에 방주(方

柱)를 세우고 납도리로 결구된 3량 형식이며, 벽체는

세로 판벽(板壁)으로 전면과 우측면, 그리고 후면 일

부를 꾸몄다.

사진8-109 : 상재

사진8-108 : 서재

사진8-111 : 제기고

사진8-110 : 재실

제8편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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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화루(風化樓)

정면 3칸, 측면 2칸의 2층누락으로 1층은 측면 중앙

으로 쌍여닫이의 판장문(板長門)을 달아 향교의 출입

문으로 이용하게 하 으며, 2층은 우물마루를 깔고 그

주위은 정교하지 않은 계자난간(鷄子�干)만으로 둘

다. 1층에는 원형석주를 세웠으며, 2층에는 두리기둥을

세우고 기둥웃몸을 창방(昌枋)으로 결구시켰다. 창방

(昌枋)위에는 일정 간격으로 소루(小累)를 배치하 으며, 공포(供包)는 초

익공양식(初翼工樣式)으로 되어있다. 가구(架構)는 굴도리를 걸친 5량가이

며, 측면의 중심기둥으로부터 량(大樑)위로는 충량(衝樑)을 걸었다. 지붕

은 팔작지붕이며, 천장은 연등천장으로 되어있다.

라. 광양향교보수(신축)

해방이후의 광양향교 중수∙보수∙개수 및 신축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8-112 : 풍화루

사진8-113 : 향교보수 공덕비 군 사진8-114 : 성균관 유도회 전남 광양시지부

년도 내용 재원 특기사항

1966 풍화루 중건 도∙군비 보조 및 군민의 성금
군수 공화현과 전교 정용재

노력이 있었음

1977 명륜당 보수 도∙군비 보조 및 전교사재 전교 주정록 사재투입

1977 정원 및 화장실 신축 도비보조

1981 성전 번와 및 장원수리 도비보조

1983 재실 보수 및 향교 진입로 포장 군비보조

1984 관리인 사옥 신축 사림계금 및 사재투입 전교 정인환의 노고가 있었음

1986 서재 개축, 창고보수 군비보조 및 향교자체부담

성전∙상재 및 제기고 담장 개축

1997�2002 명륜당∙덕성재 및 제기고 기단보수 도비 및 시비보조 김옥현 광양시장의 공로가 있었음

문묘 후원 석축, 관리사 개축 등

2004 성균관유도회 전남 광양시지부 건물신축 국비 및 시비보조
정철기 국회의원과 이성웅 광양시장의

공로가 있었음

제2장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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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양향교의 활동

① 향교의 교화활동

�매월 삭망(초하루, 보름) 2회, 공자

신위에 분향하고 유림들에 한 유

교사상 교육(인의예지 등)

�한시 백일장 운 -유림들을 상으

로 매년 11월중에 행함

�예절 교실운 : 매년 하계방학을 이

용하여 중∙고등학생들에게 행함

�기로연(耆老宴)운 : 유림의 원로

들에 한 위안잔치. 매년 2�3월

사이에 행함

�자체 친목활동 : 유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림계를 조직하여 춘

추 2회 화합하여 친목도모

�선진지 견학 : 유림들에 한 교화활동 일환으로 매년 4�5월 사이에

행함

② 각종 제례행사 집례

�향교 제 거행(매년 2회)

∙춘 : 음력 2월 초정일(初丁日)

∙추 : 음력 8월 초정일(初丁日)

�백운약수제례 집례 : 경칩을 지나 처음 토요

일에 거행

�봉양사제례 집례 : 음력 2월 중정일(中丁

日)에 거행

�옥평사제례 집례 : 음력 3월 중정일(中丁

日)에 거행

�강장군묘제 집례 : 음력 3월 초정일(初丁

日)에 거행

�광양향교 역 직원 및 전교

사진8-115 : 하계 청소년 예절
교육

사진8-116 : 추계 향교 제
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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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2> 광양향교역 직원및전교

직명
성 명

취임년도 직명
성 명

취임년도
한 한문 한 한문

초 직원 황종현 黃宗玹 1910 25 전교 하찬호 河燦鎬 1964

2 〃 송하섭 宋夏燮 1914 26 〃 정용재 鄭容材 1966

3 〃 이승주 �昇周 1916 27 〃 김상찬 金相贊 1969

4 〃 안경준 安坰璿 1917 28 〃 황상수 黃尙秀 1970

5 〃 허 형 許 炯 1919 29 〃 이진호 �震鎬 1970

6 〃 박형규 朴亨圭 1921 30 〃 주정록 朱珽錄 1976

7 〃 정용근 鄭容瑾 1923 31 〃 박기홍 朴己洪 1976

8 〃 황승현 黃丞玹 1925 32 〃 정운욱 鄭運旭 1978

9 〃 서한충 徐漢忠 1926 33 〃 서한원 徐漢元 1980

10 〃 이동우 �東宇 1927 34 〃 정재기 鄭在基 1982

11 〃 김용수 金容洙 1933 35 〃 서기룡 徐基龍 1984

12 〃 김현주 金鉉周 1938 36 〃 정인환 鄭仁桓 1984

13 〃 황순모 黃純模 1943 37 〃 송만수 宋萬守 1985

14 〃 김치배 金致培 1945 38 〃 김종호 金宗鎬 1987

15 〃 이현모 �賢模 1947 39 〃 장한종 張翰鍾 1989

16 전교 서 기 徐瑛基 1947 40 〃 서정민 徐廷敏 1990

17 〃 정용옥 鄭容玉 1950 41 〃 김한두 金漢斗 1993

18 〃 박종범 朴鍾凡 1953 42 〃 이병두 �丙斗 1993

19 〃 이기준 �起晙 1956 43 〃 서연식 徐�植 1995

20 〃 박 순 朴英淳 1957 44 〃 선형재 宣炯宰 1997

21 〃 정학기 鄭學基 1959 45 〃 황하운 黃夏雲 1999

22 〃 박종룡 朴鍾龍 1960 46 〃 김종근 金種根 2001

23 〃 정운봉 鄭運琫 1962 47 〃 강부 姜富永 2003�

24 〃 주정수 朱正洙 1963 

<표8-3> 광양향교역 유도회지부장

직명
성 명

취임년도 직명
성 명

취임년도
한 한문 한 한문

초 지부장 정용재 鄭容材 1950 11 지부장 김경호 金暻鎬 1988

2 〃 문성갑 文聖甲 1965 12 〃 정병하 鄭炳夏 1990

3 〃 황상수 黃尙秀 1969 13 〃 박수 朴洙永 1992

4 〃 김상찬 金相贊 1971 14 〃 이원재 �元宰 1993

5 〃 이진호 �震鎬 1975 15 〃 정윤표 鄭胤標 1995

6 〃 정재기 鄭在基 1978 16 〃 박종백 朴鍾伯 1997

7 〃 장한종 張翰鍾 1980 17 〃 김창길 金昌吉 1999

8 〃 배찬휴 裵瓚烋 1982 18 〃 한 홍 韓永弘 2001

9 〃 김종호 金宗鎬 1984 19 〃 추익수 秋益洙 2003�

10 〃 박귀암 朴貴岩 1986

집필 : 전남 학교 사학과 교수 김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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