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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성향교(義城鄕校)



1. 연혁

『義城縣誌(의성현지)』의 건치연혁에 의하면 의성은 본래 소문국(召文國)이었으나 신라가

벌휴왕(伐休王) 2년(185)에 이를 취하 고, 경덕왕은 그 동생의 두 아들을 여기에 봉(封)하

고 이름을 고쳐 문소군(聞韶郡)이라 하 다(757). 고려 초에 승격하여 의성부(義城府)가 되

었으나 현종 때 안동부(安東府)에 소속되었다. 인종 21년(1143) 현령을 두었으나 신종(神宗)

때 적(賊)에게 함락되어 항복하 다 하여 감무를 두게 되었다. 충렬왕 때 구(大丘)에 병합

되었지만 얼마 후 다시 현령을 두게 되었다.1) 고종 32년(1895) 제도개혁으로 군수를 두었으

며, 1907년에는 비안(比安) 일부가 내속(�屬)되었고, 1914년 구(舊) 용궁(�宮) 일부를 제외

한 비안군이 내속되었다. 같은 해 군 일부를 군위군에 할양(割讓)하 다.

이와 같은 연혁을 가진 의성의 향교는 의성읍 도동동 동산(東山) 위에, 오토산(五土山)과

금성산(�城山)이 바라보이는 곳

에 위치하고 있다. 옛날 문소군 초

기에 공자묘(孔子廟)가 있었다 하

니 이는 약 1200여 년 전의 일이

다. 당시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을

제향(祭享)하는 문묘(文廟)의 구

실만 한 듯하고 그 위치는 "在縣

東一里"2)라 했으니 현재의 중리동

아사천(衙舍川) 인근이 아닌가 추

측된다. 공자묘는 고려 초 이후 향

교의 역할까지 겸했으나 점점 쇠

퇴해졌다. 조선 왕조의 태조가 개

국한 이후 퇴락한 건물을 복건(復

建)하 다(태조 3년, 1394년으로

추측). 성종 홍치(弘治, 1488-1505)

연간에 현령 이종준(�宗準, 號 傭

齋)이 현재의 동산으로 이전하

으며,3) 인종 1년(1545)에 한 차례

증축, 중수하 고, 임진왜란 때 왜

적이 방화하여 소실되었다. 전후

의성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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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인용, 『慶北鄕校誌』(경상북도∙ 남 학교, 1991), p.601 ; 『高麗史』卷 5, 地理 2, 義城條

2)＿ 재인용, 위의 책, p.601 ; 『義城縣誌』(1895), 學校條

3)＿ '聞韶鄕校聖殿重修記(문소향교성전중수기)',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898-902

義城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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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後)인 선조 35년(1602)에 현령 허민중(許旻重)이 복원하 으며 이 시기에 동서무를 건립

하 다. 선조 36년(1603)에는 성전 내 위판(位版)일부가 없어져 당시 경상감사 이시발이

사건을 조사하 다.4) 현종 11년(1670)에 현령 이당규(�堂揆)가 확장하 고, 숙종 7년(1681)

에 성전을 보수하 다.5) 1700�1800년 사이에 수차에 걸쳐 보수되었다. 특히 조 21년

(1745)에 성전과 명륜당이 중건(重建)되었으며, 조 38년(1762)에 성전6)과 광풍루가 중

수되었다. 순종 5년(1805)에는 전답을 매수(買收)하고 교궁도 보수하 다. 조 11년(1787)

혹은 헌종 13년(1847)년에 성전을 중수하 다.7) 1830�1900년 사이에 다수의 중수가 있었으

며, 철종 2년(1851) 신해(辛亥)년에 성전에 빗물이 새어 연목과 기와를 교체하 다.8) 고종

8년(1871)에는 성전, 명륜당, 광풍루의 서까래와 기와를 교체하고, 단청을 하 다.9) 고종 26

년(1889)에 성전을 중수하 으며,10) 고종 27년(1890)에 감사 민시중(閔蓍重)이 성전을 확

장 중건하 다.11) 1910년에는 광풍루를 중수하 으며, 1921년에 명륜당을 중건하면서 성전,

성전 정문, 서협문, 공수고(供需庫), 서재 등을 보수하고 광풍루에 난간을 덧붙 다.12)

일제시 에는 전반적으로 향교 기능이 위축된 상태 으나 유림의 노력으로 1930년에는

위토(位土)를 정비(整備)하고 묘당(廟堂)∙루원(樓垣)∙상탁(床卓)을 개수(改修)하 다.13)

해방 후 1950년에는 한국전쟁으로 위판이 소실되었으나 1954년에 복향(復享)하 다.

1968년에 향교 일곽을 보수하 으며,14) 1971년에 광풍루를 중수하고,15) 1980년에 성전을

중수하 다.16) 1982년에는 명륜당과 광풍루를 보수하 고,17) 1991년에 서재를 신축하 으며,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4)＿『朝鮮王朝實錄』, 宣祖 36년 12월 9일 경인

5)＿ 성전 암막새에 남아 있는 명문에는 강희(康熙) 20년 신유(辛酉)년, 즉 숙종 7년(1681)이라 되어 있는데, 이 시기의 기록은 현재 찾을

수 없으며, 보수의 범위 또한 정확히 알 길 없으나 최소한 산자 이상 해체 보수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909-911

7)＿‘鄕校聖殿重修與脯牛變通記(향교성전중수여포우변통기)’, 기문 말미에‘上之十二年丁未十二月’로 되어 있으나 맞는 해가 없으며 다만,

1787년 혹은 1847년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成均館, 위의 책, pp.907-909

8)＿‘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기문말미에‘丙辰嘉平下澣’이라되어있어 1856년에작성되었음을알수있다. 成均館, 위의책, pp.916-918

9)＿‘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기문 서두에‘聖上八年辛未’, 기문 말미에‘�集甲戌二月上澣’이라 되어 있어 1874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18-920

10)＿‘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기문 중에‘�上二十�年己丑’으로 되어 있고, 기문 말미에‘歲己丑重陽月’이라 되어 있어, 1889년에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23-925

11)＿‘聞韶鄕校聖殿重修記(문소향교성전중수기)’, 기문말미에‘康熙庚戌後二百二十一年庚寅具月上澣’이라 되어 있어 1890년에 작성된 기문

임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898-902

12)＿‘明倫堂重建記(명륜당중건기)’, 기문 중간에 중건 및 보수 기록을 언급하면서‘辛酉’라 하 고, 기문 말미에‘孔夫子誕降二千四百七十

三年壬戌仲春’이라 되어 있어 1921년에 중건하고, 기문은 다음 해인 1922년에 제작하 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30-

933

13)＿‘文廟重修記(문묘중수기)’, 기문 말미에‘孔夫子誕降後二千四百八十一年 庚午’라 되어 있어 1930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

館, 위의 책, pp.933-934

14)＿‘義城鄕校重修記(의성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孔夫子誕生二千五百十九年戊申仲秋日’이라 되어 있어 1968년에 제작하 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36-938

15)＿‘義城鄕校光風樓重修記(의성향교광풍루중수기)’, 기문 말미에‘�熙庚戌後再辛亥三月己巳’라 되어 있어 1971년에 기문을 제작하 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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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곽을 보수하 다. 이후 1992년과 1993년, 1994년, 1997년에 각각 보수하 다.

의성향교의 중수기(重修記)는 실로 많아 19건에 이르고 있다. 『義城鄕校誌(의성향교지)』

에 실려 있는 중수기의 제목과 기(記)의 저술인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의성향교의 자료는 1988년에 발간된『義城鄕校誌』에 일괄 수록되어 있으며 필사본 등 원

자료는 거의 멸실된 상태로 보인다. 이 향교지의 내용을 보면 향교의 유래, 향교의 연혁, 의

성의 향약, 의성향교의 권과절목(勸課節目), 기문 등의 자료가 있으며, 여기에는 20여 건의

향교 관련 중수기(重修記), 축문(祝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義城鄕校學資記(의성향교학자기)'18), ‘學令(학령)'19) 등 다수의 기문이 명륜당 내

에 걸려 있다.

의성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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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大成殿重修記( 성전중수기)’, 중수기간은 무오(戊午)년 봄부터 기미(己未)년 가을까지로 1978년에서 1979년 사이에 중수되었고, 기문

말미에‘檀紀四千三百十三年庚申三月下澣’이라 되어 있어 기문은 1980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校宮大觀』, 成均館,

2003 ; pp.940-94

17)＿‘義城鄕校重修記(의성향교중수기)’, 기문 말미에‘孔子紀元二千五百三十三年壬戌八月’이라 되어 있어 1982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成均館, 위의 책, pp.942-943

18)＿ 기문 말미에‘嘉靖二十四年十二月初十日’이라 되어있어, 조선 인종 1년(1545)의 것임을 알 수 있다. 

19)＿ 기문 말미에‘正德十二年七月日’이라 되어 있어, 조선 중종 12년(1517)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연 번 기 문 명 저 술 인

1 聞韶鄕校聖殿重修記(문소향교성전중수기) 南夢賚(남몽뢰, 1890)

2 鄕校聖殿重修與脯牛變通記(향교성전중수여포우변통기) 申述模(신술모)

3 聞韶聖殿重修記(문소성전중수기) 申俊模(신준모)

4 題目缺(제목 없음) 申大奎(신 규)

5 題目缺 未詳

6 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金養植(김양식)

7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金驥善(김기선)

8 韶州鄕校重修記(소주향교중수기) 金�善(김노선)

9 聖殿重修記(성전중수기) �澈在(이철재)

10 鄕校重修記(향교중수기) 申仁植(신인식)

11 鄕校光風樓重修記(향교광풍루중수기) 金壽璜(김수황)

12 題目缺 金幹裕(김간유)

13 義城明倫堂重修記(의성명륜당중수기) 具琬(구완, 1922)

14 文廟重修記(문묘중수기) 申鐘榮(신종 , 1930)

15 題目缺 申炳鉉(신병현)

16 義城鄕校重修記(의성향교중수기) 朴在九(박재구, 1968)

17 義城鄕校重修費獻誠錄(의성향교중수비헌성록) 具洪書(구홍서, 1968)

18 大成殿重修記( 성전중수기) 權正寅(권정인, 1980)

19 義城鄕校重修記(의성향교중수기) �壽洛(이수락,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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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4 창건

1488-1505 이건

1545 향교 일곽 중수

임진왜란 중 화재로 소실

1602 향교 일곽 중건, 동서무 건립

1670 향교 확장

1681 성전 보수

1745 성전, 명륜당 중건

1762 성전, 광풍루 중수

1805 향교 일곽 보수

1787(1847) 성전 중수

1851 성전 서까래 이상 해체 보수 및 번와

1871 성전, 명륜당, 광풍루 서까래 이상 해체 보수 및 번와, 단청

1889 성전 중수

1890 성전 확장 중건

1910 광풍루 중수

1921 명륜당 중건 및 성전, 성전 정문, 서협문, 공수고(供需庫), 서재 보수

1930 위토 정비, 묘당∙누원∙상탁 개수

1950 한국전쟁으로 위판 소실

1954 위판 복향

1968 향교 일곽 보수

1971 광풍루 중수

1980 성전 중수

1982 명륜당, 광풍루 보수

1991 서재 중건, 향교 일곽 보수

1992 향교 일곽 보수

1993 향교 일곽 보수

1994 향교 일곽 보수

1997 향교 일곽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성전, 성전 외사주문, 명륜당, 동서재, 광풍루, 외사

주문, 교직사, 비각, 화장실, 협문 3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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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지 및 배치

의성향교는 의성군 읍내 농협에서 군청방향으로 월정사 입구 표지판을 지나 의성침례교

회 표지판이 위치한 곳의 맞은 편(길 우측 골목)으로 들어가서 약 10m 가량을 직진한 곳에

널찍하게 자리잡고 있다.

의성향교는 성전이 동측 전방의 높은 터에, 명륜당은 서측 후방의 낮은 터에 각각 별개

의 방형 일곽 토담 속에 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병렬축의 좌묘우학(左廟右學)으로 정형(定

型)에서 벗어난 특이한 배치를 보이고 있다. 의성향교는 소설위(小設位)로, 성전 앞에 동

서무가 없으며, 경내의 정면과 측면에 사주문을 두어 출입을 가능케 하 다. 명륜당 앞의 서

재는 허물어지고 동재만 남아 있었으나 1991년에 서재를 신축하 다. 전방에는 누문인 광풍

루(光風樓)가 서 있으며, 명륜당 서측 담 밖에‘ㄱ'자 평면의 주사(廚舍)가 배치되어 있다.

현재 향교로 진입하는 길은 명륜당 서측에서 오르는 길이 있으며, 담과 만나 꺾어지는 부

분에‘義城鄕校' 비석을 세워두었다. 외사주문과 성전 서편의 협문 사이의 공간에는 다수

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건물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가 남아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 역(祭享�域)

(1) 성전(大成殿)

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에 전면에 개방형 퇴칸을 둔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기단 전면에는 좌우 퇴칸과 기단 좌우측면 전면쪽에 각각 3단씩 모두 4개의 계단이 놓여

져 있다. 장 석을 2단으로 가지런하게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일부

배흘림을 지닌 원형 기둥을 세웠다. 측후면은 심벽을 구성하 고, 전면 중앙 3칸은 각각 두

짝 판문을 달았는데, 어칸의 것이 조금 더 크다. 출입문 하부에는 신방목과 지방석을 두었으

며, 각 칸의 판문은 종묘 정전과 같이 일부러 틈새를 두어 벌어지도록 되어 있다. 좌우 퇴칸

은 벽체를‘정(井)'자형으로 구성하고, 중앙에 만(卍)살 광창을 두었다.

기둥머리에는 2익공을 결구하 는데, 살미의 끝은 날카로우며 활달하게 뻗어 있다. 첨차

는 끝을 사절시키고 하부를 초각하 는데 배면은 교두형으로 하 다. 기둥머리는 창방으로

결구하고 화반을 올렸는데, 화반의 형태는 정면과 후면이 각각 다르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소설위 향교로는 드물게 7량으로 하 다. 전면 고주열은 평주와 같

은 높이의 기둥을 두고 툇보와 들보를 받았으며, 그 위에 다층의 첨차를 올려 중보를 받

게 하 다.20) 전면 퇴칸은 보아지와 같은 두께의 퇴량을 걸어 주심도리 밖으로 내 고 보머

리를 초각하 다. 들보 위에 주두, 양봉 및 첨차로 구성된 포 공(包臺工)을 세우고 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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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러한 고주 상부의 처리방식은 경주향교 명륜당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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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를 건너지르게 한 후 중보를 올렸다. 중보 위에는 양봉, 첨차로 된 공으로 종보를 받게

하고 파련 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게 했다. 또한 맞배지붕 건물임에도 우측면 평주 위에서

충량(衝樑)을 결구하고 뒷뿌리를 들보 위에 걸어놓은 것이 특이하다.

지붕은 전후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좌우에 풍판을 달았다. 모로단청으로 마무리

하 으나 내부 들보 중간에는 화려한 용(�)문양 등을 그려 넣었다. 내부 후벽 상부에는

공자상을 걸어 두고 막을 쳐 놓았으며, 내부 바닥은 전돌을 깔고 현재 그 위에 장판을 깔아

놓았으며, 공자를 비롯한 5성과 22현의 위패를 모셔놓고 있다.

현재 성전 지붕에는 다수의 명문와가 남아 있으며, ‘庚戌閏二月 義城官�', ‘庚戌二月日

聖廟', ‘康熙二十年辛酉四月日義城官' 이라 되어 있다. 앞의 두 개는 1890년의 것으로 파악되

며, 맨 마지막 명문은 조선 숙종 7년(1681)의 것으로 보인다.

(2) 성전 외사주문

성전 외사주문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성전 전면 남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면에 통칸으로 2단의 계단을 두었다. 덤벙 주초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고, 중앙렬에는 방형 기둥을 세우고 판벽을 구성하 으며, 두 짝 판문

을 달았다. 판문 전면에는 2태극 흑백 문양을 도채하 고, 문 하방에는 신방목을 끼워 넣었

다. 문 상부에는 풍혈을 둔 궁판을 구성하고,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 3량가의 간략한 가구로,

보머리는 마름모꼴로 다듬었다. 좌우 벽체는 판벽으로 되어 있다. 

나. 강학 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명륜당은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겹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전면 중앙에 8단으로 구성된 계단이 있고, 최근에 보수한 장 석으로 축조한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다. 정면의 가운데 3칸은 우물마루를 설치하고 양측에 온

돌방을 칭으로 두고 있다. 방 정면의 벽체는 기둥에서 1/3칸 정도를 후퇴시키고 퇴칸을 조

성하 는데, 바닥은 마루를 깔고 상부는 방 상부에서 빼낸 고미반자를 그 로 사용하 다.

문얼굴의 구성은 청 전면은 문을 두지 않고 개방시켰으며, 배면은 심벽으로 하고 각 칸

하부에 머름을 두어 쌍여닫이 띠장널창을 두었다. 실 전면에는 각각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

며, 좌우 실의 당(堂)쪽 면에는 각 칸 모두 외짝 세살문을 달았다. 실 전면 좌우 기둥에는

원래 창호를 구성했던 장부 구멍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당쪽 벽체에도 창호를 달았던 흔적

이 남아 있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고,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 다. 익공재의 외단은 쇠서형으로

하고 보머리는 직절한 다음 초각한 부재를 끼워 넣었다. 후면에서는 익공재 외단을 직절하

다. 가구(架構)의 구성은 5량가로 하 으며, 동실 서벽과 서실 동벽에서는 중간에 기둥을 세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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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 맞보로 받았다. 어칸에서는 전후 평주에 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초각하지 않은

판재를 서로 교차시켜 중 공을 구성하여 놓았다. 그 위에 종보를 올리고 제형판 공으로 종

도리를 받게 했다. 장식재는 별로 사용치 않고 단청도 올리지 않아 친 감을 느끼게 한다. 좌

우 퇴칸에는 어칸과 달리 높직한 동자주에 보방향 첨차를 결구하여 종보를 받고 있다.

전면 어칸 상부에‘明倫堂'현판을 걸었으며, 내부에는 다수의 기문이 걸려 있다. 또한 동

실 서벽 중앙에는‘三省齋', 서실 동벽 중앙에는‘四勿齋' 현판을 걸어두었다. 

(2) 동재(東齋), 서재(西齋)

동재는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평면구성은 4칸 중 가운데 2칸을 통칸으로 두고, 양 협칸도 각각 온돌방으로 꾸며져 있는

데 간벽(間壁)에 문을 달아 서로 통하게 하 다.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기단 위에 덤벙주초

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각 칸 전면 기단 상면에는 아궁이를 두었으며, 남측 어칸에는

외짝 세살문을, 나머지 칸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았다. 전면 북측 어칸 상부에는‘敬義

齋' 현판을 걸었다. 가구는 3량가로 북측벽에서는 중간에 평주를 세워 맞보를 받고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았다. 

서재는 1991년에 신축하 으며, 외관상의 건축적 특성은 동재와 같다. 다만, 각 칸 전면에

두 짝 세살문을 달았으되 북측 어칸의 것이 조금 더 크며, 전면 북측 어칸 상부에‘學習齋'

현판을 걸었다. 또한, 내부 평면에서 동재와 다른 점은 중앙 2칸을 마루로 두고, 좌우 협칸을

온돌방으로 꾸민 점이다.

(3) 광풍루(光風樓)

광풍루는 전면 5칸, 측면 3칸 규모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의 중층 누각 건물이다.

건물은 야트막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주초를 놓았다. 누하주(�下柱)는 현저한 배흘림

이 있는 원형기둥이며, 상층에도 배흘림이 있는 원주를 사용하여 상층 바닥에 우물마루를

깔고 계자각 난간을 사방에 둘 다. 동측 협칸 후면칸에는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공포의 구성은 처마도리 장혀 하부에 뜬창방을 부가시켜 3익공의 매우 특이한 구조를 형

성하 다. 살미의 형상은 제일 하부의 초익공의 경우 살미를 짧게 끊어 사절시켜 헛첨차와

같은 형상으로 하고, 이익공과 삼익공은 끝을 날카롭게 하여 길게 빼내었다. 첨차는 하부를

쌍S자로 초각하고 단부를 사절시켰다.21)

가구는 5량가로 전후 평주에 들보를 걸치고, 3분변작의 위치에 포 공을 놓아 종보를

21)＿ 의성향교 광풍루 주상포는 조선 후기의 다양한 공포구성 기법을 엿볼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외관상 삼익공으로 되어 있으나 초

익공은 완연한 헛첨차이며, 삼익공재는 사실상 보머리를 초각한 것이고, 그 위에 놓인 부재는 헛보머리로 사실상 주심도리를 구르지

않게 잡아주는 승두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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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으며, 파련 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지붕은 전후면 홑처마로 좌우 측면에 방풍판을

달았다. 상하층 모두 벽체 없이 개방하 고, 하층 중앙 기둥렬에는 어칸을 제외한 나머지 칸

에 드문드문 살 를 두어 벽체를 구성하고, 어칸에 여닫이문을 달았다. 상층 좌우측면 고주

좌우에는 주선이 남아 있으며, 하방 상부에도 장부 구멍이 남아 있어 벽체 혹은 창호를 구

성하 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상층 내부에는‘義城鄕校光風樓重修記(의성향교광풍루중수기)'가 걸려 있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光風樓' 현판을 달았다.

(4) 외사주문

외사주문은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웠다. 간략한 3량가의 가구로, 판 공을 놓아 종도리를 받았다. 전면에 두 짝

판문을 달고, 전면 좌측 기둥 전면에‘義城鄕校' 현판을 걸어두었다.

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비각, 교직사와 화장실, 협문 등이 있다.

비각은 사방 단 칸 규모의 민도리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초석 위에 원형

기둥을 세우고, 벽체 없이 사방에 나지막한 홍살을 꾸몄으며, 주간에 소로를 수장하 다. 내

부에 비석 1기를 두었는데, 비석 전면에는‘縣令施軒張先生淸德碑'라 되어 있고 후면에는

‘萬曆三十二年�月一日 碑之建在萬曆甲辰今四十年'이라 되어 있어, 1603년 내지 1643년에 건

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내부 후벽 상부에는 기문이 남아 있는데, 기문 말미에‘上之二

十二年乙酉十月'이라 되어 있어, 고종 22년(1885)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직사는 명륜당 서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ㄱ'자형 평면의 살림집 형태로 되어 있다. 간

략한 3량가의 가구에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향교 관리인이 거주하고 있다. 전면에

화장실이 있으며, 외부로 향하는 협문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화장실은 단 칸 규모의 맞배지붕 건물로 되어 있으며, 교직사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협문은 모두 3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직사의 출입을 담당하는 일각문이며, 다른 두 개는

성전 서편 담 가운데 자리잡고 있다. 그 가운데 성전에 가까이 있는 협문은 간략한 일

각문으로, 방형 기둥을 세워 두 짝 판문을 달고 위에는 맞배지붕을 얹었다. 남쪽으로 치우쳐

져 위치한 또다른 협문은‘廟門'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으며, 사방 단 칸의 규모를 제 로 갖

춘 문으로, 방형 기둥 위에 맞배지붕을 얹었다. 중앙에 두 짝 판문을 달았으며,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흑백으로 도채하 고, 문 상부에 홍살을 꾸몄다.22)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22)＿ 추정하건 , 남측 협문은 향사시 제관들의 주 출입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며, 북측의 협문은 남측의 협문보다 위계가 낮아 제수를 들

여가거나 기타 평상시 출입문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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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교 조사 기록표

의성향교
義城鄕校

지정명칭 의성향교(義城鄕校) 지정현황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50호(일곽)

창건시기 조선 태조 3년(1394) 입 지 구릉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정남향 ( 성전 정남향) 배치형식
左廟右學 / 前齋後堂

종축 3개(제향, 강학, 교직사 역)

성종 조 이건

중건시기
임란 중 소실

지조성
2단 : 성전서편협문을기준으로제향

1602  향교 일곽 중건 역과 강학 역 간에 경사짐

1745   성전, 명륜당 중건

설 위 5聖, 宋朝 4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없음

건축구성 성전, 성전 외사주문, 명륜당, 동재, 서재, 풍화루, 외사주문, 교직사, 화장실, 비각, 협문 3동

특기사항
좌묘우학(左廟右學)의 배치로 성주향교와 같은 배치 형식을 취하 음

다수의 기문이 남아 있으며, 특히 일부 성전 명문와는 17세기 후반에 제작되었음

성전 건축 요소

5×3칸, 전1퇴칸 / 이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1고주(어칸)∙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평주 2940 고주 3060 / 주칸 어칸 2830 / 수장폭 100 / 도리단면 ∅ =240전후 / 보단면 : 들보

540×480, 종보 300×270 / 처마내민길이 1950 / 기단높이 전면 630 / 초석크기 약 540×450 전후

기 단 단층기단 / 이벌 / 장 석 바른층쌓기 보
들보 : 전고주 후평주

계 단 전면 2개, 좌우측면 각 1개(각 3단)
중 보 : 전고주 후중 공

종 보 : 3분변작에 근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7량 / 굴도리

들보 : 전고주 후평주

기 둥 원형기둥 / 민흘림, 배흘림이 섞임 공 중 보 : 전고주 후중 공

종 공 : 파련 공

공 포 이익공/ 툇보머리초각 창 방 방형 / 뺄목 초각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맞배지붕 / 방풍판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내부 우측 퇴칸에 충량을 결구하 으며, 들보 중앙에 용(�) 문양 도채함

전면 고주에 첨차를 중첩하여 중 공을 구성하 고, 판문을 일부러 어긋나게 하 음

명륜당 건축 요소

5×2칸 / 초익공 / 홑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연등천장, 室 : 온돌∙고미반자

주고2860 / 주칸어칸 2713 / 수장폭 100 / 도리단면 ∅ =240 / 보단면 : 들보 380×350, 종보 320×300

처마내민길이 1520 / 기단높이 : 전면 1100, 후면 400 / 초석크기 720×340 전후

기 단 단층기단 / 4벌
보

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 단 전면 1개 (8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약한 민흘림 공
중 공 : 판 공

종 공 : 판 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방형 / 뺄목 직절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기 지 붕 팔작지붕

수 장 회사벽 / 백골청 / 堂 : 우물마루∙연등천장, 室 : 온돌∙고미반자

전후면 익공재 외단의 처리가 다름

당(堂) 후면 창호 상하부의 문둔테 처리가 매우 훌륭함

좌우실 전면에 툇마루를 두고 당과 직접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점이 특이함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개 요

개 요

특기사항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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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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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성전

성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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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향교
義城鄕校

성전 기단 및 계단

성전 전면 주상포

성전 전면 퇴칸 고주 귀포 성전 전면 어칸 신방목

성전 전면 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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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성전 내부 어칸 가구

성전 내부 측벽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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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향교
義城鄕校

성전 내부 가구 종 공

성전 내부 가구 중종 공

성전 내부 가구 중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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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명륜당

명륜당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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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향교
義城鄕校

명륜당 내부 서실 동측면 창호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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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 공 명륜당 내부 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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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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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광풍루

광풍루 전면 기둥

광풍루 전면 주상포

광풍루 전면 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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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향교
義城鄕校

광풍루 내부 가구

광풍루 상층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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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비각

성전 외사주문 외사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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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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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사

성전 옆 협문 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