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정사항：보물 제161호( 성전)

■ 지 정 일：1978년 4월 11일

■ 소 재 지：경상북도 천시 교촌동 46-1

■ 건축구성： 성전, 동무, 서무, 전사청,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유래루, 삼일재, 전교실, 교직사, 문채, 화장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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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향교(永川鄕校)



1. 연혁

천지역에는 삼한시기에 골벌국이라는 부족국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236년에 신라에

항복하 고 경덕왕 에 임고현(�皐縣)으로 고쳤다. 고려 초에 도동(道同), 임천(�川) 2현

을 합하여 주(永州)가 되었으며, 성종 때 자사(刺史)가 설치되었다가 현종 9년(1018)에 경

주의 속읍(屬邑)이 되었다. 그후 고려 명종 때 감무(監務)가 설치되었고, 후에 지주사(知州

事)로 승격되었다. 조선시 에 들어서는 태종 13년(1413)에 천도(永川都)로 고치고 신령현

을 소속시켰다.

천향교는 조선 초기에 건립되었으나 정확한 연 는 알 수 없으며, 다만 성종 12년

(1481)에 신찬된『東國與地勝覽(동국여지승람)』에 군 북쪽 2리에 학교가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늦어도 고려말, 조선 초에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세종 17년

(1435)에 성전을 건립하고, 이를

중종 8년(1513)에 군수 던 김흠조

(金欽祖)가 중수하 다. 명종 1년

(1546) 군수 이중량(�仲樑)이 명륜

당을 중건하고 사마소(현 삼일재)와

서별실(西別室), 행곽(行廓), 유래루

(蓬來樓) 등을 창건하 으나, 명륜당

은 선조 3년(1570)년에 소실되었으

며, 같은 해에 군수 이유홍(�惟弘)

이 동서재를 건립하 다. 임진왜란

때에는 이현남(�顯男)이 성전에

봉안되어 있던 신위를 기룡산(騎龍

山)의 성혈암(聖穴巖)으로 옮겨 난

을 피한 뒤 환안(還安)하 다. 광해

군 2년(1610)에 성전과 명륜당이

중건되었으며, 광해군 2년(1610)에

명륜당을 중건하 으며, 광해군 14년

(1622)에는 군수 황효의(黃孝儀)가

성전을 중건1)하 다. 인조 6년

(1682)에는 명륜당에 편액을 게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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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남철이 쓴『민족문화 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에는 군수 조명운(曺明磻)으로 되어 있으나, 전례연구위원회에서 간행한

『儒敎大辭典(유교 사전)』(전 사, 1990)에는 조명욱(曺明泮)으로 되어 있어 후자를 따랐다. 또한 중건 시기를 두 책에서는 광해군 11년

(1619)으로 하 으며, 문화재청에서 발간한『永川鄕校大成殿 修理工事報告書』(2001)에는 만력 38년, 광해군 2년(1610)으로 되어 있어,

이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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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 12년(1736)에 성전을 보수하 다. 현종�숙종 에 군수 한명원(韓明遠)이 전사

청을 창건하 다고 전해지고, 조 20년(1744)에 성전을 보수하 으며, 조 27년(1751)년

에 성전에 누수(漏水) 현상이 생겨 중수하 다. 조 30년(1754)에 다시 성전이 누수되

어 성전을 중수하 으며, 조 41년(1765)에 동서재를 보수하 고, 정조 1년(1777)에 성

전과 동서무가 비바람에 기울어 이를 감 에 보고한 뒤 수리하 다. 정조 5년(1781)에는

성전 기와가 바람에 날리고 비가 새었다고 하며, 이듬해에는 화재로 향교 일부 건물이 소실

되어 명륜당과 동서재 등을 수리하 고, 2년 후에 군수 심진(�鎭)이 명륜당을 재차 중건하

다. 정조 11년(1787)에 성전과 동서무의 누수부를 수리하 으며, 정조 14년(1790)에 제기

등을 새롭게 만들었고, 정조 21년(1797)에 다시 성전과 동서무의 창호와 벽체 일부가 파손

돼 이를 수리하 다. 순조 18년(1818)에 명륜당과 동재, 서재, 전사청, 문 등을 보수하면서

주사(廚舍)와 협문(夾門)을 창건하 으며, 2년 후에는 성전과 동무의 후벽이 파손되어 이

를 수리하 다. 순조 22년(1822)에는 기울어진 문 3칸을 수리하고, 성전과 서무의 기와

등을 번와하 으며, 성전 후면에 물길을 보수하 다. 순조 28년(1828)에는 성전 동서벽

의 창호를 수리하 으며, 헌종 1년(1835)에 사마소를 중건하 다. 헌종 4년(1838)에는 제기고

(현 전사청)와 성전 창호, 신문의 기와, 강당 전후의 담을 보수하고 동재에 번와보수하

다. 철종 1년(1850)에는 성전과 동서무의 창호를 수리하고, 이듬해에는 성전과 동서무에

번와보수하 다. 철종 4년(1853)에는 성전과 동서무의 창호를 수리하고, 철종 13년(1862)에

는 성전과 명륜당, 동재 등의 기둥 썩은 부분을 수리하 다. 고종 2년(1865)에는 성전과

동서무 창호의 광창을 수리하 으며, 군수 남필우(南泌佑)가 성전에 단청을 하 다. 고종

6년(1869)에 성전 광창과 동서무의 창호 등을 수리하고 양무의 지붕을 수리하 다. 고종

12년(1875)에 성전 창호와 광창을 수리하면서 양사재를 중수하 고, 고종 16년(1879)에

성전과 동서무를 번와보수하고, 무너진 담을 수축하 다. 광무 3년(1899)에는 성전과 명륜

당의 현판을 수리하고, 광무 4년(1900)에 성전 서측칸의 벽체를 수리하 다. 1912년에 성

전과 동서무, 신문을 단청하고 명륜당 창호와 마루, 문루의 마루 등을 수리하 다. 1922년에

성전을 중수하 고, 1925년에 향교 일곽을 정비하 으며, 1927년에 성전과 동서무, 제기

고, 신문 등을 중수하 다. 1928년에 명륜당과 담 일부를 보수하 으며, 1934년에 교직사를

수리하 다. 1936년에는 주사와 삼일재 등을 중수하고 성전을 번와보수하 다. 1947년에는

명륜당과 삼일재를 중수하 고, 1953년에는 교궁 일곽에 번와보수하 으며, 1955년에 성전

과 동무, 서무, 삼문 등을 수리하 다. 1963년에는 유래루와 성전, 전사청 등에 번와보수하

으며, 1968년에 다시 향교 일곽을 정비하 다. 

1970년에 서재를 보수하고, 1972년에 동재를 보수하 으며, 1974년에는 전사청을 보수하

다. 1978년에는 성전이 보물 제616호로 지정되었으며, 1979년에 명륜당에 단청과 번와보수

를 하 다. 1984년에 유래루와 조양각(朝陽閣)을 보수하 으며, 1985년에 성전을 중수하면

서 동서무를 보수하고 담 일부를 번와보수하 다. 1986년에는 다시 동서재를 보수하 으며,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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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에 성전을 완전 해체하여 부식 부재 등을 교체하고 번와하는 등 적인 수리를

거쳤다. 1988년에는 동서재를 산자 이상 해체하여, 부식부재 교체, 기둥 드잡이, 기단부 재축,

기단 상면 강회다짐 마감 등의 공사가 수행되었다. 1992년에는 화재에 비하여 향교 내부에

물탱크 및 소화전 설비를 공사하 고, 1995년에는 유래루 석축을 보수하고 명륜당 기단과 화

장실 바닥 등을 보수하 다. 

2001년에 성전을 완전 해체 보수하 고, 해체 이전 상황에 한 상세한 실측 조사 결과

는 문화재청, 『永川鄕校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2001.7)편에, 수리공사 결과는 문화재청,『永川

鄕校大成殿 修理工事報告書』(2001.12)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창건 이후의 연혁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 초 창건

1435 성전 건립

1513 성전 중수

1546 명륜당 중건, 사마소(현 삼일재), 서별실, 행곽, 유래루 창건

1570 명륜당 소실, 동서재 건립

1592 향교 소실

1610 성전, 명륜당 중건

1610 명륜당 중건

1622 성전 중건

1736 성전 보수

1744 성전 보수

1751 성전 보수

1754 성전 보수

1765 동서재 보수

1777 성전, 동서무 보수

1781 성전 보수

1782 향교 일부 소실, 명륜당, 동서재 수리

1784 명륜당 중건

1787 성전, 동서무 보수

1797 성전, 동서무 보수

1818 명륜당, 동서재, 전사청, 문 보수, 주사, 협문 창건

1820 성전, 동무 보수

1822 문 3칸 수리, 성전, 서무 번와

1828 성전 보수

천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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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사마소 중건

1838 제기고(현 전사청), 성전, 신문, 담 보수 및 동재 번와

1850 성전, 동서무 보수

1851 성전, 동서무 번와

1853 성전, 동서무 보수

1862 성전, 명륜당, 동재 보수

1865 성전, 동서무 보수 및 성전 단청

1869 성전, 동서무 보수

1875 성전 보수, 양사재 중수

1879 성전, 동서무 번와, 담 보수

1899 성전, 명륜당 현판 수리

1900 웅전 보수

1912 성전, 동서무, 신문 단청 및 명륜당, 문루 보수

1922 성전 중수

1925 향교 일곽 정비

1927 성전, 동서무, 제기고, 신문 중수

1928 명륜당, 담 일부 보수

1934 교직사 수리

1936 주사, 삼일재 중수 및 성전 번와

1947 명륜당, 삼일재 중수

1953 향교 일곽 번와

1955 성전, 동무, 서무, 삼문 보수

1963 유래루, 성전, 전사청 번와

1968 향교 일곽 정비

1970 서재 보수

1972 동재 보수

1974 전사청 보수

1978 성전 보물 제616호로 지정

1979 명륜당 단청 및 번와

1984 유래루, 조양각(朝陽閣) 보수

1985 성전 중수 및 동서무 보수, 담 일부 번와

1986 동서재 보수

1987 성전 완전 해체 보수 및 번와

1988 동서재 중수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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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유래루 석축 보수 및 명륜당, 화장실 보수

2001 성전 완전 해체 보수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는 성전, 동무, 서무, 전사청,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유래루, 삼일재, 전교실, 교직사, 문채, 화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입지 및 배치

천향교는 경상북도 천시 교촌동에 자리잡고 있는데, 구 시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

다. 향교는 경사지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형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성전과 명륜당의 향

은 약간씩 틀어져 있으며, 명륜당 앞의 동재와 서재로 구성된 마당은 서재의 축이 약간 비

켜섬으로 인하여 완전한 방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또한 서무가 동무보다 좀 더 성전 쪽

으로 치우쳐져 있고, 내삼문 역시 성전의 어칸과 완전한 일직선을 이루고 있지 않다. 

전체 역은 크게 3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래루와 내삼문을 사이에 두고 향교 전면에

삼일재와 전교실 등 기타 시설이 자리잡고 있고, 그 다음으로 각각 명륜당과 성전이 중심

이 된 강학 역과 제향 역이 자리잡고 있다. 각 역 내에서도 건물간의 위계가 나타나는

데, 강학 역의 경우 명륜당의 기단이 비교적 높고, 유래루 후면에 단 차이가 있으며, 제향

역에서도 성전 전면에 월 형식의 기단이 하나 더 나와 있다.

3. 건축 구성 및 현황

가. 제향 역(祭享�域)

(1) 성전(大成殿)

성전은 전면 5칸, 측면 3칸의 외1출목 초익공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잡석으로 다진 단층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민흘림의 원형 기둥을 세웠다. 어칸과 좌

우 협칸에 두 짝 여닫이문을 달았으며, 판문 상부에는 살창을 두어 내부 채광에 유리하도록

하 다. 또한 좌우 퇴칸에는 심벽을 두고 중방 상부에 광창을 두었다. 어칸과 좌우 협칸에 설

치된 여닫이문은 크게 4등분되어 상단 1/4만을 정자살로 꾸미고 나머지는 청판으로 꾸몄다. 

기둥머리에는 외1출목의 초익공을 결구하 으나, 익공이라기 보다는 보아지에 가까운 형

태로, 외부로 길게 내 어진 보머리를 받고 있다. 주심에서는 재주두 없이 주두 위에 바로

들보와 함께 이중의 장혀를 결구하는 특이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머리는 마름모꼴로

마무리 한 점이 특이하다.

가구는 어칸에서 5량가 좌우 측벽에서 전후 2고주 5량가의 가구를 취하고 있으며, 어칸에

서 전후 평주에 들보를 걸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 공을 놓았다. 중 공은 포 공으로 되

어 있는데, 도리방향 첨차의 모양이 춤이 높으면서 좌우 단부가 거의 1/4원호에 가깝게 다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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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종보 위에는 종보방향으로 종보보다 춤과 너비는 작으나 길이가 거의 흡사한 부재를

두고 그 위에 파련 공을 세워 도리방향 장혀와 함께 종도리를 받고 있다. 측벽에서는 파련

공 신 동자주를 세웠는데 어칸과 동일하게 종보 방향으로 종보 길이와 유사한 방형 부

재를 동자주 하부에 결구하 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전면 어칸 상부에‘大成殿'현판을 달았다. 좌

우에 풍판을 달았고, 내외부 모두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 다. 현재 성전 내부에는 공자를

비롯한 5성과 송조 6현, 해동 18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본 건물은 조선 세종 에 중국 명(明)나라 목수가 건축하 다는 기록이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는 보기 드문 건축적 특징들을 지니고 있다. 또한 건물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기

둥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주 또한 평주에 비하여 높직하게 되어 있다. 또, 어칸에 비하여 좌

우측으로 갈수록 도리의 굵기가 굵어져 처마의 앙곡을 형성하 다. 도리 굵기는 어칸의 경우

주심도리가 가장 작은 단면이 ∅238mm이고, 출목도리가 ∅231mm임에 반하여, 가장 두꺼운

단면은 각각 ∅293mm, ∅295mm로 실측되었다2). 또한 부연은 단면 형태가 일반적인 세워 놓

은 장방형 단면이 아닌, 옆으로 길쭉한 장방형 단면(말구기준 117×60mm)으로 되어 있어 특

이하다. 첨차의 원형(圓形)적 특징과 부연의 단면 형태, 고준한 창호와 광창 등 이러한 특징

은 결론적으로 중국인 목수에 의한 중국 사원 건축의 특징이 반 된 것으로 보인다3).

(2) 동무(東黛), 서무(西黛)

동서무는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 막돌쌓기로 만든 단

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원형 기둥을 세웠으며, 기둥머리에 사괘를 트고 들보와

장혀를 받아 그 위에 도리를 얹었다. 보머리는 성전과 같이 마름모꼴로 다듬었다. 

좌우측면과 후면에는 중방 하부에 화방벽을 쌓았으며, 전면 각 칸에는 두 짝 여닫이문을

달았는데, 창호의 형식은 성전과 같이 4분하여 상부 1/4부분에만 정(井)자살을 두고 나머

지 하단은 청판을 꾸몄다. 

기둥에는 석간주가칠하고 도리 이상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 으며, 내부는 통칸으로 바닥

에는 전을 깔고 상부는 연등천장으로 두었다. 지붕 좌우에는 풍판을 달았으며, 암수막새를

사용하 다.

기단은 지의 경사에 따라 기단 높이가 남쪽은 높고 북쪽은 낮게 되어 있으며, 서무가

동무에 비하여 성전 쪽으로 약간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2)＿ 문화재청, 『永川鄕校大成殿 修理工事報告書』, 2001 ; p.69

3)＿ 이에 해서 장순용은『永川鄕校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문화재청, 2001 ; p.97)에서, 조선 초기에 한양과 거리가 먼 천 땅에 중국

인 목수가 성전을 만들게 된 연유는 알기 힘드나, 막연히 천 부근에 정착한 중국인 가운데 목수가 있어 성전 건립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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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사청(典祀廳)

전사청은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내부는 통칸으로 되어 있으

며, 각 칸의 칸살은 각각 다르다. 

외벌 로 쌓은 자연석 기단 위에, 덤벙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과 방형 기둥을 섞어 세

웠다. 어칸에만 두 짝 여닫이문을 달았고 벽체는 판벽으로 처리하 으며, 기둥머리에는 사괘

를 트고 장혀와 보방향으로 보아지를 결구하여 들보를 받고 있다.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짤막한 동자주를 세워 종도리를 받고 있다. 막새는 사용하지 않았

으며, 풍판 없이 긋기단청으로 마무리하 다. 

(4) 내삼문(內三門)

내삼문은 전면 3칸, 측면 1칸의 익공계 홑처마 맞배지붕 건물이다. 건물 내외부에 계단이

있어 전후면의 단 차이가 나는데, 전면 평주는 2번째 계단 상부에 놓여 있어 기둥의 높이가

각각 다르다. 자연석 초석 위에 중앙열은 방형 기둥, 전후면은 원형 기둥을 올렸으며, 전면

좌우측 귓기둥 초석은 어칸 초석에 비해 약간 높이가 높다. 

각 칸 중앙에는 두 짝 판문을 달고 판문 전면에 2태극 문양을 도채하 으며, 문 하방은

중앙부가 휘어진 자연재를 사용하 다. 기둥머리에는 외단을 직절한 초익공을 결구하 으며,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 다, 내부는 연등천장에, 모로단청으로 마무리하 으며, 막새기와는

사용하지 않았다. 

나. 강학 역(講學領域)

(1) 명륜당(明倫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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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당은 정면에서 4단으로 자연석 바른층쌓기한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그

위에 원형 기둥을 세웠다. 중앙에는 5단으로 구성된 계단이 놓여져 있으며, 전면 쪽의 초석

이 후면보다 조금 큰 편이다.

기둥에는 약한 민흘림을 두었으며, 기둥머리에는 단부를 직절한 초익공을 결구하고 들

보를 받았다. 평면은 전형적인 동서 양방형 평면으로 동실과 서실을 두고 전면에 두 짝 세

살문을 달았으며, 또한 당 후면에는 두 짝 당판문을 각각 달았다. 동실과 서실의 서벽, 동벽

에는 각각 두 짝 세살문을 달았는데, 3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맨 아래에는 청판을 꾸몄고

위와 중간에는 정(井)자살을 꾸몄는데 살 의 크기와 간격이 다르게 되어있어 특이하다.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구성하 는데 외단은 직절하고 하단을 궁 렸으며, 귀부분에서는

창방 뺄목을 익공재 외단과 동일하게 다듬었다. 주간에는 소로를 수장하 으며, 가구는 어칸

에서 5량가로, 좌우 실 당 측 벽면에서는 중앙에 평주와 동일한 높이의 기둥을 두고 맞보로

되어 있다. 들보는 전후 평주에 걸쳐 있고, 3분변작의 위치에 중 공을 놓았는데, 짤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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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자주 위에 주두를 놓고 십(十)자로 첨차를 결구한 다음 장혀를 놓아 종보를 받았다. 종보

중앙에는 판 공을 놓았는데, 도리방향으로 2중의 첨차를 두었다. 종 공과 중 공, 그리고

주상포와 귀포의 첨차 외단 및 창방 뺄목은 모두 하단을 원형으로 궁 린 형태로 되어있다.

지붕은 팔작지붕으로, 사면 모두 겹처마로 되어 있으며, 암막새와 숫막새를 사용하 다.

부연의 단면 형태는 성전과 유사하게 횡으로 긴 장방형으로 되어 있으며,4) 당 어칸 후벽

상부에는‘明倫堂' 현판을 걸었다. 

(2) 동재(東齋), 서재(西齋)

동서재는 각각 전면 4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자연석으로 쌓은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방형과 원형의 기둥을 섞어 올렸다. 양 건물 모두 전면에 툇마

루를 두고, 북측 2칸은 온돌로, 남측 2칸은 마루로 꾸몄으며, 실 전면에는 두 짝 세살문을 달

고 당 후벽에는 판문을 달았다. 

가구는 3량가로 전후 평주에 들보를 걸고 중앙에 판 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으며, 기

둥머리에는 사괘를 트고 들보와 장혀를 받아 종도리를 얹었다. 보머리는 성전, 동서무와

같이 마름모꼴로 다듬었으며, 동재의 경우 남측벽에 외짝, 서재는 두 짝 판문을 달아 내었다.

동재는 명륜당에 하여 직각의 향을 갖추고 있으나 서재는 약간 축을 바깥쪽으로 비틀어

비 칭을 이루고 있다. 각 건물 모두 후면에 아궁이와 굴뚝을 갖추었다.

(3) 유래루(蓬來樓)

유래루는 전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홑처마 익공계 맞배지붕의 중층누각이다. ‘ 蓬來(유

래)'는‘공부하러 오는 이는 누구도 막지 않는다'라는 뜻이라 한다. 

건물은 강학 역에서 한 단 낮게 자리잡고 있으며, 전면에서 보았을 때 장 석 2단 바른

층쌓기로 기단을 형성하 고, 건물 하층 어칸에서 1단, 후면에서 다시 1단의 계단을 두어 후

면 평주열과 중앙기둥렬의 높이가 다르다. 초석은 덤벙주초로 되어 있으나, 후면의 경우 초

석 위에 다시 초석을 놓은 흔치 않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둥은 원형 기둥을 사용하 으

며 상하층 별재로 되어 있다. 하층은 중앙 각 칸에 판문을 달아 출입용도로 하고 하 으며,

후면 서측 협칸에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두었다. 상층 바닥은 우물마루로 짜여졌으며 기

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 고, 보머리는 직절한 다음 초각한 부재를 끼워 넣었다.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판 공을 걸었다.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고, 광해

군 14년(1622)에 제작된‘大成殿重修記' 5) 등 다수의 기문이 있다. 상층에는 계자각 난간을 둘 으

며, 전면 어칸 중앙에‘蓬來樓' 현판을 달았고, 하층 어칸 기둥에‘永川鄕校' 현판을 걸어두었다.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4)＿ 명륜당 부연 단면 크기는 145×100mm로 성전과 마찬가지로 횡으로 길다. 문화재청,『永川鄕校 大成殿 實測調査報告書』, 2001 ; p.210

5)＿ 기문 말미에‘天啓二年九月十三日’이라 되어 있으며, 이와 별도로‘大成殿重修上樑文’이 같은 해 제작되어 명륜당 내에 게액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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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기타 건물로는 삼일재(三一齋), 전교실(典校室), 교직사(校直舍), 문채, 사주문, 화장실,

협문 등이 있다.

삼일재는 정남에서 약 20도 가량 동편을 향한 동남향을 취하고 있다. 삼일재는 또한 사마

소(司馬所)라고도 하 으며, 이 지역 향사(鄕士)들이 후진을 양성하던 곳으로, 이곳을 거쳐

관직에 진출한 사람들이 경비를 고 관의 보조를 받아 건립한 건물이다. 명종 1년(1546)에

최초로 창건되었고, 이후 헌종 1년(1835)에 중건하 다는 기록이 있다. 근래에는 1974년 7월

에 중수하 으며, 이 때 제작된 중수기가 당(堂)에 게액되어 있으며6), 별도의 담으로 유래루

앞 서편에 구획되어 있다.

건물은 전면 4칸, 측면 1칸 반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시멘몰탈로 마감한 단층 기단

위에 자연석 덤벙주초를 놓고 전면은 원형, 후면은 방형 기둥을 올렸다. 기둥 상부는 사괘를

트고 외단을 직절한 보아지와 장혀를 결구하여 들보와 납도리를 받았다. 가구는 3량가로

중앙에 판 공을 두어 종도리를 받았으며, 들보 1/3지점에 평주와 같은 높이의 고주를 두어

전면에 퇴칸을 구성하고 툇마루를 꾸몄다. 평면은 중앙 2칸을 당(堂)으로, 좌우에 실(室)을

두었으며, 각각 우물마루와 연등천장, 온돌과 지반자로 마감하 다. 단청은 하지 않았으며, 좌

우에 풍판을 두었다. 전면 어칸 상부에는 기미(己未)년에 제작된‘三一齋'현판이 걸려 있다. 

전교실은 정확한 창건 연 를 알 수 없으며, 유래루 앞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은 전

면 4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로 동향하여 배면이 유래루 쪽을 향하고 있다.

북측 2칸은 측후면을 판벽으로 두고 남측 2칸을 내부 통칸으로 꾸며 온돌로 두었다. 특히 북

측 2칸은 과거에 창고로 사용되었던 것을 개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자연석 단층 기단 위에

방형 기둥을 세워 3량가의 가구를 구성하 다. 

교직사는 유래루 남동편에 자리잡고 있으며, 단층 기단 위에 전면 4칸, 측면 1칸 규모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이다. 서측에서부터 방-부엌-방-마루 순으로 되어 있으며, 배면에 보

일러 실을 최근 추가하 다.

문채는 교직사 역으로 통하는 문으로 전면 3칸, 측면 1칸의 민도리계 맞배지붕 건물

이다. 자연석 막쌓기로 된 단층 기단 위에 덤벙 주초를 놓고 방형 기둥을 세워 3량가의 가구

를 형성하 다. 가운데 칸은 판문을 달아 출입하게 하 으며 좌우칸은 온돌을 들 다. 건물

서편에 전교실과의 사이에 창고를 가설하 다. 후면에 아궁이가 있고 양 실의 전면에는 외

부로 돌출되어 굴뚝이 기단 위에 자리잡고 있다.

화장실은 향교 내에 2동이 있으며, 하나는 삼일재 서편 뒤쪽에, 다른 하나는 명륜당 동편

에 별도의 담으로 구획되어 있다.

천향교
永川鄕校

6)＿‘三一齊重修記’, 말미에‘西紀一九七五年八月 日 永川郡守 �文煥’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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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교 조사 기록표

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지정명칭 천향교(永川鄕校) 지정현황 보물 제616호( 성전)

창건시기 조선 초기 입 지 경사지

소 유 자 향교재단 관 리 자 향교재단

좌 향 남동향 배치형식 前學後廟 / 前齋後堂 종축 2개

중건시기 임진왜란 이후 지조성 3단 : 유래루, 내삼문 기준

설 위 5聖, 宋朝 6賢, 海東 18賢 인접시설 숭열당(보물 제521호)

건축구성
성전, 동무, 서무, 전사청, 내삼문, 명륜당, 동재, 서재, 유래루, 삼일재, 전교실, 교직사,  문간채, 

사주문, 화장실, 협문 등

특기사항
전체적으로 남북종축선을 중심으로 배치되나 각각의 축은 약간씩 다름

강학 역과 제향 역의 마당 공간이 정방형이 아님

성전 건축 요소

5×3칸 / 외1출목 초익공 / 겹처마 맞배지붕 / 무고주(어칸)∙2고주(측벽) 5량가 / 전돌 / 연등천장

주고 : 평주 3400, 고주 4820 / 어칸 3063 / 수장폭 120 / 도리단면 ∅ =280전후 / 보단면 : 들보

480×540, 종보 270×290

처마내민길이 2070 / 기단높이 : 전면 490, 후면 450 / 초석크기 약 500�1000×500�1000 전후

기 단 이중기단 / 자연석 바른층쌓기
보

들보 : 전평주 걸침(어칸)

계 단 전면 3개(각 3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원형기둥/ 약한 민흘림 중 공 : 포 공
기 둥

∅ =300 전후
공

종 공 : 파련 공(어칸), 동자주(측벽)

공 포 외1출목 초익공 / 보머리 직절 창 방 방형 210×270 / 뺄목 초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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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장 회사벽 / 모로단청 / 연등천장 / 전돌

부연의 단면이 횡으로 장방형으로 되어 있음

중 공에서 도리방향 첨차의 형태가 특이하며, 종보 위에 종보방향으로 공받침 결구

도리 굵기가 좌우로 갈수록 굵어짐

명륜당 건축 요소

5×3칸 / 초익공 / 겹처마 팔작지붕 / 5량가 / 堂 : 우물마루∙연등천장, 室：온돌∙지반자

주고 3150 / 주칸 3030 / 수장폭 120 / 도리단면 ∅ =315 / 보단면 : 들보 420×430, 종보 240×300

처마내민길이 2200 / 기단높이 : 전면 1000, 후면 150 / 초석크기 500×700 전후

기 단 단층기단 / 전면 4벌
보

들보 : 전후평주 걸침

계 단 전면 1개 (5단) 종 보 : 3분변작

초 석 덤벙주초 / 자연석 도 리 5량 / 굴도리

기 둥
원형기둥 / 약한 민흘림

공
중 공 : 포 공

∅ =270 전후 종 공 : 판 공

공 포 초익공 창 방 말각방형 180×240 / 뺄목 하단 궁 림

처 마 겹처마 / 서까래단부 사절 / 끝걷이 지 붕 팔작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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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종 공에 사용된 첨차 및 창방 뺄목 하단을 원호로 궁 렸음

부연의 단면 마구 형태 또한 성전과 마찬가지로 횡으로 긴 장방형으로 다듬었음

향교 일반 (치수단위=mm)

개 요

개 요

특기사항

특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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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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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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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

성전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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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성전 전면 기둥

성전 전면 주상포

성전 전면 귀포

성전 기단 및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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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향교
永川鄕校

성전 내부 가구

성전 내부 중 공 성전 내부 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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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명륜당

명륜당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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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향교
永川鄕校

명륜당 내부 서실 창호

명륜당 전면 주상포 명륜당 전면 귀포

명륜당 전면 계단명륜당 전면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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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명륜당 내부 가구

명륜당 내부 중 공 명륜당 내부 종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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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무

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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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향교건축

북동부편

동재

서재

내삼문

내삼문 전면 주상포

유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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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재

전사청

문채

전교실

화장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