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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남 제일의 교육기관이었던 청주향교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시초는 삼국시대 중앙에 설치되었던 고구려의 태학(太學), 신라의 국

학(國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 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대 향교(鄕校)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러 지방학교가 관학인 향교와

사학인 서원(書院)으로 다양해졌다.  

지금의 청주향교는 1398년(조선 태조 7) 각 지방에 360개의 향교를 세우고 고등학교의 기

능으로 인재양성을 하고자 할 때 세운 것이다. 이후 1683년(숙종 9)에 지금의 위치로 옮겨

졌다. 지금 청주의 진산 우암산 남쪽 끝자락에 청주에서 가장 오래된 교육기관이라 할 수

있는 청주향교가 남아 있다. 

청주향교는 삼남(三南) 제일의 향교였으며, 1444년(세종 26)에는 세종이 안질 치료차 초

정에 행차하였을 때 향교에 서적을 하사하였다. 또 1464년(세조 10)에는 세조가 문묘(文

廟)에 친히 제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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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교실, 현대의 교실과 공존하다

향교는 관학이어서 수령(守令)이 통치하는 관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는 편이다. 청

주향교 또한 읍성과 가까운 곳에 자리했다. 특히 청주향교는 읍성에서도 멀지 않으면서,

우암산의 끝자락에 자리해 입지가 매우 좋다. 더구나 오성위(五聖位)를 모신 명륜당은 향

교 한 가운데 위치해 있어 향교의 취지에 걸맞다. 

청주향교를 알리는 것은 홍살문이다. 홍살문 옆에는 하마비(下馬碑)가 있어 향교로 향하

는 마음을 경건하게 준비할 수 있게 한다. 조금 올라가면 드디어 본격적으로 향교에 입성

하게 될 문을 지나는데, 외삼문(外三門)이다. 이에 학생들의 교실인 명륜당(明倫堂)을 지

나면 성현이 봉향되어 있는 대성전(大成殿)으로 들어가는 내삼문(內三門)을 통과한다.

대성전의 좌우(左右)에는 동무·서무가 있어 이곳에 송조육현위(宋朝六賢位)와 동국십팔

현위(東國十八賢位)를 봉안했었다. 지금은 29위의 위패를 모두 대성전에 봉안해 두었다.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충효관, 숭인관, 양현당 등의 현대식 건물을 새롭게 지어 현대사회

속에서 향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1985년 신축한 양현당(養賢堂)은 다용

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교실을 갖추었다. 충효관(忠孝館)은 1996년 신축하였고, 무료급식

시설과 각종 교육시설을 갖추었다. 2001년에는 숭인관(崇仁館)을 신축하여 이곳에서 어

린이집을 운영하며 예절실 등을 두었다. 

청주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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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학교, 현대인을 가르치다

조선 후기 향교는 교육 기능이 쇠퇴하고 대신 선현에 대한 제향을 통한 교화 기능을 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향교가 존속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중 향교

의 가장 큰 행사가 석전제(釋奠祭)이다. 

석전은 원래 산천이나 묘사(廟社), 또는 학교에서 선현을 추모하기 위해 올리던 제사를 말

해왔는데, 점차 학교에서 제사지내는 것만을 석전이라고 하게 되었다. 매년 음력 2월과 8

월 상정일(上丁日: 첫 번째 丁日) 향교에 봉안한 성현들께 제를 올린다. 

향교의 사회 교화는 향약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역할을 하였다. 향사례(鄕射

禮)와 향음주례(鄕飮酒禮)를 시행함으로써 지방의 풍속과 기강을 확립하는 장소로 활용

되었다. 향사례, 향음주례는 중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이를 통해 어른을

존중하고, 노인을 봉양하며, 효의 행실을 실행하고 자기 몸을 바르게 하여 국가를 편안하

게 할 수 있다고 여겼다.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전통 교육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역할을 향교를 지켜온 유학자들이

향교를 통해 해내려 하고 있다. 

청주향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유교대학, 선비문화체험, 서예교실, 한문교실, 충효

청주향교 대성전과 석전대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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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등을 통해 인(仁)·의(義)·예(禮)·지(智)의 전통의 장을 펼쳐 더 나은 삶을 위해 나아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청주향교

간접 관련된 유적(물)

청주향교 명륜당 청주향교 예절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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