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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학령(學令) 및 학규(學規)

박종배(한국교원대학교)

Ⅰ. 머리말
학령 및 학규는 유교식 학교교육의 구체적 모습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의
하나로서, 학령 및 학규에 관한 연구는 교육사 연구의 기본 영역의 하나가 되어야 마땅하
다.1) 실제 중국의 경우, 중국(대만 포함)의 경우, 학령 및 학규(특히, 서원의 학규) 관련 자
료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가 이루어졌고,2) 이에 기반하여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가
나와 있다.3) 하지만, 한국교육사 분야의 경우에는 아직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료를
1) 졸고, “조선시대 교육의 과정 및 실제에 대한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
학』제28권 제1호,2006, pp. 77-79.
2) 예컨대, 『中國書院史資料』(上․中․下)(陳谷嘉․鄧洪波 主編, 浙江敎育出版社, 1998)와 『中國書院
學規』(鄧洪波, 湖南大學出版社, 2000), 그리고 『中國書院章程』(鄧洪波, 湖南大學出版社, 2000) 등
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 『學規類編』(1․2․3․4)(張伯行 纂, 中華書局, 1985),『中國歷代書院志』
(총 16책)(趙所生․薛正興 主編, 江蘇敎育出版社, 1995) 등이 출간되었다.
3) 朱榮貴, “學規與書院敎育-以宋代書院爲例”, 朱漢民․李洪祺 主編, 『中國書院』, 湖南敎育出版社,
1997, pp. 122-131; 高明士, 『東亞傳統敎育與學禮學規』, 臺灣大學出版社, 2005 등. 특히 『東亞傳
統敎育與學禮學規』에는 鄧洪波, “聖化與規範:學規指導下的南宋書院敎育制度”, 黃麗生, “治統下的道
統:淸代八旗官學書院及其學禮學規”, 李弘祺, “傳統中國的學規: 試論其社會性及角色”(이상은 중국의
학규 관련 논문), 張崑將, “日本德川時代書院或私塾的學規特色”, 橋本昭修, “日本江戶時代的學規:以
武士學校與庶民階層爲主”(이상은 일본의 학규 관련 논문) 등의 중국 및 일본 학규 관련 논문들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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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정리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4)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우선 자
료적 가치가 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령 및 학규 몇 편을 중심으로 학령 및 학규 관련
자료의 현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실상 학령 및 학규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된
바 있다. 예컨대, 일찍이 정순목 선생이 1983년에 『韓國儒學敎育資料集解(Ⅰ): 童蒙敎育
篇』5)의 <머리말>에서, “이 『資料集解』는 5篇 各券으로 나누어 간행할 예정이다. Ⅰ:
<童蒙敎育篇>, Ⅱ: <敎育思想篇>, Ⅲ: <敎育史篇>, Ⅳ: <敎育 規․約․範․例 篇>, Ⅴ:
<硏究篇․「韓國儒學敎育史」…”라고 적은 바 있는데, 저자가 향후 간행 예정인 자료집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교육 관계 <規․約․範․例> 등을 예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規․約․範․例>가 바로 본 고에서 말하는 학령 및 학규들이다. 하지만, 저자의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고 여전히 교육사 연구자들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다.
조선시대의 학령 및 학규에 대한 연구 또한 이미 오래 전에 시도된 바 있다. 예컨대, 정
순목의 『한국서원교육제도 연구』6) 제Ⅳ장 “퇴계의 서원교육관”과 제Ⅴ장 “율곡의 서원교
육관”에서 각각 퇴계의 <伊山院規>와 율곡의 <隱屛精舍學規>, <隱屛精舍約束>, <文憲書
院院規>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간단한 분석을 덧붙인 바 있다. 아울러 渡部學은 1980년에
조선시대의 서원 학규에 관한 2편의 논문7)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渡部學이 도동서원(道
東書院) 학규의 구성 형태와 조항 내용을 분석한 논문8)에서 도동서원 학규의 8개 조항(謹
享祀, 尊院長, 擇有司, 引新進, 定坐次, 勤講習, 禮賢士, 嚴禁防)을 백운동서원, 이산서원, 문
헌서원, 은병정사, 화양서원 등의 학규와 비교하여 분석한 것은 향후 관련 연구에 시시하는
바가 크다. 또한, 그가 해당 논문의 <결어>에서 “이와 같은 規目이 보다 精密하게 硏究되
어서 朝鮮朝 書院敎育의 實態가 보다 具體的으로 밝혀지기를 切望하는 바이다.”고 한 것은
조선시대의 학령 및 학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 본 고에서는 관학의 학령과 서원의 학규로 나누어 조선시대의 학령 및 학규 관련
4) 조선시대의 학령 및 학규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와 관련하여 최근에 나온 중요한 성과의 하나로
는 김경용의 “이헌영의 興學 활동 기록과 <達成鄕校講會錄>”(한국교육사학회, 『한국교육사학』제
28권 제1호, 2006, pp. 327-346)을 들 수 있다.
5) 정순목 편저, 『韓國儒學敎育資料集解(Ⅰ): 童蒙敎育篇』, 학문사, 1983.
6) 정순목, 『韓國書院敎育制度 硏究』,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1979.
7) 渡部學, 도광순 譯, “道東書院 規目의 구성과 내용-조선조 서원 운영 형태에의 접근”, 배종호․강주
진 편, 『한훤당의 생애와 사상』,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1980, pp. 289-308; 渡部學, “栗谷先生의
敎育思想-書院學規를 通하여 본 側面觀-”, 율곡사상연구원, 『한국사상논총2』, 1980, pp. 104-140
등.
8) 즉, 渡部學, 도광순 譯, “道東書院 規目의 구성과 내용-조선조 서원 운영 형태에의 접근”, 배종호․
강주진 편, 『한훤당의 생애와 사상』, 한훤당선생기념사업회, 1980, pp. 289-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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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현황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관련 자료들 중 대표적인 학령 및 학규 몇 편을 소개하
고자 한다. 미리 밝혀 두지만, 본 고에서 정리한 조선시대 학령 및 학규 관련 자료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그치고 있다. 참고로, 현재까지 수집된 이들 자료의 주된 출처는 민족문화
추진회의 『한국문집총간』 원문 D/B이며, 이 밖에 『서원지총서』(1-9권)(아름출판사 영
인본)9)와 한국국학진흥원의 『영남사림문집』, 『열읍원우사적』(민창문화사 영인본, 199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경북향교자료집성』(Ⅰ․Ⅱ․Ⅲ)(1992)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 밖의 여러 『향교지』와 『서원지』 및 조선시대의 향교와 서원에 관한 고
문서 등에 들어 있는 관련 자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
로 남겨둔다.

Ⅱ. 관학의 학령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 관학의 학령을 대표하는 것은 성균관의 <학령>이다. 성균
관의 <학령>이 언제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으나 『경국대전』 성립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다. 성균관의 <학령>은 16세기 말, 즉 선조 15년(1582)에
율곡이 왕명을 받아 작성한 <학교모범(學校模範)>(<學校事目> 포함)에 의하여 보완되는데,
이렇게 하여 선초에 제정된 성균관의 <학령>과 조선 중기에 작성된 율곡의 <학교모범>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관학의 학령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 두 자료는 『증보문헌비고』<학
교고>의 <학령> 부분에 전문이 실려 있고, 이미 학계에 널리 소개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 추가적인 언급을 피하고자 한다. 대신,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 왔던 향교의
학령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관학의 학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성균관의 <학령>과 비견되는 향교의 <학령>이라 할만한 자료는 그리 많지 많다. 예컨
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원문 자료(『한국문집총간』)를 통해
서 검색한 향교의 학령 관련 자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민족문화추진회 원문 자료 중의 향교 학령 관련 자료>
<慶州約鄕校諸生帖>, 金安老(1481, 성종12-1537, 중종32), 1518년(중종13, 38세) 경주부윤 재직시 작성

9) 참고로,『서원지총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원지․향교지가 영인되어 있다. 제1권 東儒書院叢錄
(乾․坤), 제2권 景老祠誌, 高城鄕校誌, 長山誌, 永興鄕案放整錄, 제3권 靖北院四賢實記, 長淵院誌,
제4권 孝巖書院誌, 紫溪誌, 鹿洞書院院誌, 제5권 務安鄕校誌, 敬慕齋誌, 江陵鄕校實記, 제6권 咸鏡聖
院誌, 咸平鄕校誌, 제7권 杜門洞書院誌, 德川書院靑衿錄, 秀巖誌, 제8권 永興鄕校誌, 靈光鄕校誌, 咸
北茂山郡鄕校慕聖誌, 제9권 忠賢書院誌, 武城書院院誌, 集成閣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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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川鄕校學令>, 金富倫(1531, 중종26-1598, 선조31)
<校中擧行節目>, 河弘度(1593, 선조26-1666, 현종7)
<玄風縣學規>, 金世濂(1593, 선조26-1646, 인조24)
<靈光郡講學節目>, 李縡(1680, 숙종6-1746, 영조22)
<縣學敎條>, 南有容(1698, 숙종24-1773, 영조49), 1739년 작성
<興學規範>, 尹光紹(1708, 숙종34-1786, 정조10), 1751년 안동부사 재임시 작성
<校宮節目>, 尹光紹, 1751년 안동부사 재임시 작성

위의 자료들은 대부분 어떤 지방관이 특정 고을에 재직할 때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누
구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것으로, 향교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조선시대의 향촌 교육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다. 특히, 김부윤(1531-1598)의 <복천향교학령>은 조선시대의
향교 학령의 전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서, 16세기 당시의 향교 교육과 관련하여 시사
하는 바가 매우 많다. 아울러, 김세렴(1593-1646)의 <현풍현학규>10)와 이재((1680-1746)의
<영광군강학절목>11) 또한 각각 매월 초하루와 보름(현풍현), 매월 초하루(영광군)에 문묘
알성 후 향교에서 거행하는 강회(講會)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료적 가치
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여러 『향교지』와 향교 관련 고문서 등에 향교의 학령 관계 자료들이 산재해
있는데,12) 이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김부윤의 <복천향교학령>과 함께 무안향교(務安鄕校)
의 <교규(校規)>와 영광향교(靈光鄕校)의 <강규(講規)>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복천향교 학령
아래의 <복천향교학령(福川鄕校學令)>13)은 선조 18년(1585)에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일
명 ‘福川’)의 현감이었던 김부윤(金富倫, 1531-1598)이 작성한 것이다. 김부윤은 퇴계 이황의
문인으로서, 55세 되던 선조 18년에 동복 현감에 부임하여 60세 되던 1590년(선조 23년)까
10) 『東溟集』권6 <雜著> <玄風縣學規>: (전략) 每月朔望前一夕 師長都有司與諸生會于學宮 列坐以齒
講論相長 升降周旋 攝以威儀 以爲講修之地 翌曉地主至 入廟行謁聖禮 諸生盛服 靑衿同參 凡朔望謁
聖 若地主有故不至 諸生則否 地主還坐明倫堂 諸生就庭中行揖禮 仍行相揖禮 升堂拜 坐定[師長都有
司別坐 諸生列坐三面] 掌議中坐 抗聲讀學規一遍 相與講論畢 諸生各執小學一卷及所讀經史子集中一
卷 背講不通則撻之[降立楹外階上 撻楚三十] 粗以上則通三朔計畫論賞 若三十五歲以上儒生則否[應講
人則分上中下三等 上則十五日一卷 中則半卷 下則二十張 小學則通上中下五張 竝塡書徒] 講畢 地主
出 有議事則因與講定 諸生有故不能參 則必呈狀 衆所共知 有病及出去忌日外不至者 杖家奴 再不至則
當身撻楚 都有司摘出以告 自官府治之(후략)
11) 『陶菴集』권25 <잡저> <靈光郡講學節目>(구체 내용은 생략)
12) 예컨대, 『서원지총서』제8권의 『함북무산군향교모성지』에 <鄕校學令錄(附鄕校節目)>이 있고,
『경북향교자료집성』(Ⅰ)의 <경주향교> 편에 경주향교의 <학령>이 수록되어 있다.
13) 『雪月堂集』권4 <雜著> <福川鄕校學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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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직하며 관내의 향교를 중수하는 등 학문 진흥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복천향교학령>은 경상도 예안향교(禮安鄕校)의 <학령>을 참고로 하여 작성
하였다고 하는데,14) 향교의 학령이기 때문에 성균관의 <학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
이 여러 개 있다. 이와 함께 성균관 <학령>의 관련 조항을 향교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
한 조항이나 성균관과는 다른 향교로서의 특성에 맞추어 작성된 향교 고유의 조항 또한 여
럿 존재한다. 대체로 말하여, 전체의 절반 정도는 성균관의 <학령>을 따랐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향교의 실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채웠다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체
계적이고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복천향교학령>의 전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복천향교 학령>
一 每月朔望, 敎官率諸生, 具冠帶, 詣廟庭謁聖, 行四拜禮.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교관은 교생들과 함께 관대를 갖추고 묘정에 가 알성하고 4배례를 행
한다.
一 每日, 敎官坐講堂, 諸生請行揖禮. 鼓一聲, 諸生以次入庭中, 向敎官立. 行揖禮後, 各就齋前相對
揖. 遂詣敎官前, 請行日講. 東西齋各抽二三人或四五人, 講所讀書. 粗及不通者, 差等罰楚, 幷通略置
簿. 鼓二聲, 諸生各執所讀書詣敎官. 先將前授, 論難辨疑, 後承新授. 不務多要, 須硏精. 如或對卷昏
睡, 不留意承敎者, 罰.
매일 교관이 강당(즉, 명륜당)에 앉으면 교생들이 읍례를 행할 것을 청한다. 북이 한 번 울리
면 교생들이 차례대로 뜰 가운데로 들어와 교관을 행해 선다. 읍례를 행한 뒤 각각 재(즉, 東齋
와 西齋) 앞으로 가 서로 마주보고 읍한다. 그런 다음 교관 앞으로 가 일강을 행할 것을 청한다.
동재와 서재에서 각각 2-3인 또는 4-5인을 추첨하여 읽은 책을 강한다. [그 성적이] 조통과 불통
에 해당하는 자는 차등을 두어 벌로 회초리를 때리며, 통․약통과 함께 장부에 기록한다. 북이
두 번 울리면 교생들이 각자 읽을 책을 들고 교관에게 간다. 먼저, 앞서 수업한 내용에 대하여
어렵고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논변한 다음 새로운 내용을 수업한다. 많이 배우려 힘쓰지 말고
정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만약 책을 앞에 두고 졸거나 가르침을 받는 데 유의하지 않는 자는 벌
한다.
一 每月望前望後, 守令親至鄕校, 同敎官考講. 或命題製述, 科次賞罰, 後幷置簿. (其日各面學長所誨
童蒙, 亦召集, 同校生考講或製述.)
매월 보름을 전후로 하여 수령이 직접 향교에 가 교관과 함께 고강한다. 혹은 문제를 출제하
여 제술하도록 하되, 성적에 따라 상벌을 내린 다음 모두 장부에 기록한다. (같은 날에 각 면의
학장은 자신이 가르치는 동몽들을 소집하여 교생들과 마찬가지로 고강하거나 제술하도록 한다.)
一 守令及鄕黨尊老先達, 至校行禮, 如敎官.
수령 및 향당의 존로와 선달이 향교에 가 예를 행하는 것은 교관과 마찬가지로 한다.

14) 상동: 禮安鄕校學令中添八十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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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六朔通考考講分數置簿, 年終合計, 不通最多者一人, 又置簿, 報本邑, 轉報監司, 或定醫律生, 或定
歲貢, 以示罰辱. 勤學補過, 則報還校籍. 須以通小學二書一經以上爲驗, 懶慢尤甚, 終不能學者, 永定.
通最多者, 亦申報論賞, 或完復戶役, 不過一年.
6개월마다 고강한 점수를 통고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연말에 합계하여 불통이 가장 많은 자 1
인을 또한 장부에 기록하여 수령에게 보고하고 [수령은 이를] 감사에게 다시 보고하여 의학 생도
나 율학 생도로 배정하거나 세공에 배정함으로써 벌주고 욕보이는 뜻을 표시한다. 열심히 공부하
고 잘못을 고치면 향교의 학적에 복귀시킨다. 반드시 『소학』과 [4서 중] 2서에 통하는 것 이상
을 표준으로 삼아 [교생들의 학업을 권면하되] 게으름이 특히 심하여 끝내 학업을 이루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의․율학 생도나 세공으로] 정한다. 통이 가장 많은 자 또한 보고하여 상을 주거나
호역을 완전히 면제해 주되 [그 면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
一 每六朔通考製述科次, 置簿分數最多者, 申報論賞, 或完復戶役, 不過六朔.
매 6개월마다 제술 성적을 통고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점수가 가장 높은 자는 보고하여 상을
주거나 호역을 완전히 면제해 주되 6개월을 넘지 않도록 한다.
一 諸生讀書, 先明義理, 通達萬變, 不須徒事章句, 牽制文義. 常讀小學家禮四書五經近思錄性理大全
及諸史等書, 不挾莊老佛經雜類百家子集等書. 又常習童蒙須知, 以檢節言行. 違者, 罰.
교생들의 독서에서는 먼저 그 의리를 명확히 하여 만 가지 변화에 통달하도록 하고 헛되이
장구를 숭상하거나 문의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 항상 『소학』과 『가례』, 5경, 『근사록』,
『성리대전』 및 여러 역사서 등의 책을 읽고, 도교나 불교․제자백가 등의 책을 끼고 다니지 않
도록 한다. 또한 항상 『동몽수지』를 학습하여 이로써 언행을 단속한다. 어기는 자는 벌한다.
一 諸生讀書, 務要講明義理, 體行于身. 常以恭敬篤實謙讓修飭, 交相勸勉, 毋騖虛遠毋處鄙陋. 一以
濂洛爲標準, 其或放蕩浮誕, 傲慢不檢者, 又相勖戒. 不改者, 告于師長而責罰之, 猶不改則黜.
교생들이 독서할 때에는 의리를 강명하고 이를 몸으로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한다. 항상 공경과
독실, 겸양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서로 권면하되, 헛되고 고원한 데 힘쓰거나 비루한 짓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같이 정․주 성리학을 표준으로 삼되, 혹여 방탕하고 허황되거나 오만한 자가 있으
면 또한 서로 힘써 훈계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자는 사장에게 고하여 벌
을 내리되, 그래도 고치지 않는 자는 쫓아낸다.
一 朱文公白鹿洞規, 常書貼講堂及東西齋, 諸生交相飭勉.
주자의 <백록동규>를 항상 강당 및 동․서재에 써 붙여두고 교생들이 서로 권면하도록 한다.
一 每月望前, 古詩疑義論賊表中二, 望後, 銘箴頌記對策中一, 命題製述. 其體制, 要須簡嚴精切. 辭達
而已, 勿使險僻怪異, 如或變更時體, 倡率浮靡者, 罰. 書字不楷正者, 亦罰.
매월 보름 전에는 고시와 의․의, 논, 부, 표 중 두 가지로, 보름 후에는 명, 잠, 송, 기, 대책
중 한 가지로 문제를 출제하여 제술하도록 한다. 그 체제는 반드시 간결하고 엄격하며 정밀하고
절실해야 한다. 뜻이 잘 전달되면 될 뿐, 험벽하고 기괴한 것을 일삼지 말 것이며, 혹시 시체를
변경하거나 부박하고 화려한 것을 선동하는 자는 벌한다. 글씨를 해서체로 반듯하게 쓰지 않는
자 또한 벌한다.
一 諸生講經, 句讀明詳, 議論通達, 該括一書綱領旨趣, 縱橫出入諸書, 融會貫通, 到十分盡處爲大通.
雖不至十分盡處, 句讀詳明, 議論通豁, 該括一書綱領旨趣, 融會貫通者爲通. 雖不至融會貫通, 句讀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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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 釋義通達, 連上接下, 能得一章大旨爲略通. 句讀明白, 釋義分曉, 雖得一章大旨, 而議論有未盡爲
粗通. 下此者爲不通. (各面童蒙, 則文理已通者外, 皆以誦之能否, 定通略粗不.)
유생들이 강경하되, 구두가 자세하고 논의에 막힘이 없으며 한 책의 강령과 취지를 모두 아우
르고 여러 책을 종횡으로 드나들며 융회관통하여 매우 극진한 곳에 이른 자를 ‘대통’으로 한다.
비록 매우 극진한 곳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구두가 자세하고 논의에 막힘이 없으며 한 책의 강
령과 취지를 모두 아울러서 융회관통한 자는 ‘통’으로 한다. 비록 융회관통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
하였으나 구두가 자세하고 뜻풀이에 막힘이 없으며 위 아래를 연결하여 한 장의 대지를 파악하
는 자는 ‘약통’으로 한다. 구두가 자세하고, 뜻풀이가 분명하며, 비록 한 장의 대지는 파악하였으
나 논의에 미진함이 있는 자는 ‘조통’으로 한다. 이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불통’으로 한다. (각
면 동몽의 경우, 이미 문리를 통한 자 이외에는 모두 외울 수 있는 지 여부를 가지고 통․약통․
조통․불통을 정한다.)
一 諸生不尙論聖賢, 或好爲高談異論, 非壞前修, 謗訕朝邑之政, 或商論財賄, 談說酒色者, 罰.
교생들 중 성현을 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혹여 고담이론을 좋아하고 선현을 헐뜯고 조정
과 고을의 정치를 비방하며, 혹여 재물과 뇌물을 상의하고 주색을 얘기하기는 자는 벌한다.
一 諸生有罪犯五倫者, 或虧失節行, 玷身汚名者, 諸生通論, 鳴鼓攻之, 甚者或報告邑宰, 定賤役, 終身
不齒於學.
교생들 중 오륜을 범하는 죄를 짓거나 혹여 행실이 잘못되어 몸과 이름을 더럽힌 자가 있으
면 교생들이 함께 의논하여 북을 울려 성토하되, 심한 자는 고을 수령에게 보고하거나 하여 천역
에 배정하고 종신토록 학교에 몸담지 못하도록 한다.
一 諸生或恃才自驕, 恃勢自貴, 恃富自矜, 以少凌長, 以下凌上者, 或豪侈相尙, 服飾違衆者, 或好爲鬪
訟, 攘人利已者, 或巧言令色, 務悅於人者, 或引致娼流女色, 歌舞喧戲, 止宿齋房, 以亂禮敎, 汚衊學
宮者, 黜學擯斥. 改行乃止.
교생들 중 혹 재주를 믿고 스스로 교만하거나, 권세를 믿고 스스로 위세를 부리거나, 부유함
을 믿고 스스로 자랑하거나, 나이 어린 자가 어른을 능멸하거나,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능멸하거
나, 혹 호사스러운 것을 서로 숭상하고 옷차림이 너무 요란하거나, 혹 다툼과 송사를 좋아하여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거나, 혹 교언영색으로 남에게 아첨하는 데 힘쓰거
나, 혹 기생이나 여색을 끌어들여 춤추고 노래하며 떠들고 놀다 기숙사 방에 묵게 하여 예교를
어지럽히고 학교를 욕되게 하는 자는 쫓아낸다. 행실을 고치면 곧 [징계를] 그친다.
一 諸生怠惰無志, 不修業不製述, 不喜讀書者, 罰.
교생들 중 나태하고 [배움에] 뜻이 없어 수업도 받지 않고 제술도 하지 않으며 책 읽기를 좋
아하지 않는 자는 벌한다.
一 每月二三次, 許諸生請告覲省父母, 顧治家事. 敎官量日給暇, 受暇日亦溫故讀新. 無廢書冊, 無事
射帿博奕觀獵釣魚一應遊戲等事. 違者, 罰.
매월 두 세 차례 교생들이 휴가를 청하여 부모를 뵙고 가사를 돌보는 것을 허락한다. 교관이
적당한 날 수로 휴가를 주되 휴가일에도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새로운 내용을 읽도록 한다.
책을 덮어버려서는 안 되며, 활쏘기나 장기․바둑, 사냥 구경, 낚시와 같은 놀이를 해서는 안 된
다. 위반한 자는 벌한다.
一 每日鼓三聲, 諸生以次詣食堂. 食畢以次出. 失序或諠譁者, 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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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북소리가 세 번 울리면 교생들이 차례로 식당에 간다. 식사가 끝나면 차례로 나온다. 질
서를 지키지 않거나 시끄럽게 떠드는 자는 벌한다.
一 諸生有操行卓異, 學問該博, 才藝出衆, 通達時務者, 每歲抄諸生通議, 薦擧告敎官, 申報監司置簿,
以待朝廷辟擧之命.
교생들 중 품행이 탁월하고 학문이 해박하며 재주가 출중하고 시무에 통달한 자를 매년 말
교생들이 함께 의논하여 교관에게 천거하면 교관이 감사에게 보고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고 조정
의 천거 명령을 기다린다.
一 諸生有過, 大則楚, 小則罰. 講小學不通則楚.
교생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큰 잘못의 경우 회초리를 때리고 작은 잘못의 경우 벌을 준다.
『소학』을 강하여 통하지 못한 자는 회초리를 때린다.
一 各面學長所誨童蒙, 亦依右行之.
각 면의 학장이 가르치는 동몽들 또한 이와 같이 한다.

2. 무안향교의 교규(校規)
향교의 학령 중에는 서원의 학규를 모범으로 하여 작성된 것도 있다. 아래에서 소개하고
자 하는 무안향교(務安鄕校)의 <교규(校規)>15)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위에서 살펴 본
<복천향교 학령>이 성균관의 <학령>을 토대로 하여 향교의 특성을 가미하여 작성된 전형
적인 향교의 학령이라면, 무안향교의 <교규>는 그 조항 중 상당 부분에서 율곡의 <은병정
사 학규>를 원용하고 있다. 예컨대, 제1조의 <입교지규(入校之規)>나 제4조의 <거처(居
處)>, 제5조의 <의관(衣冠)>, 제6조의 <언어(言語)>, 제7조의 <음식(飮食)>, 제8조의 <붕
우(朋友)>, 제9조의 <독서(讀書)> 관련 조항은 <은병정사 학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의 제10조 ‘圖書 不得出門 酒色 不得入門’ 등의 내용은 퇴계
의 <이산서원 원규>를 연상하게 한다. 이처럼, 무안향교의 <교규>는 서원의 학규를 모범
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의 <복천향교 학령>과는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교규>의 전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무안향교 교규>
一 入校之規, 無論長幼貴賤, 有志於學文修行者, 皆可入校事.
향교에 입학하는 규칙으로는 장유와 귀천을 막론하고 학문과 수행에 뜻을 둔 자는 모두 향교
에 들어 올수 있도록 한다.
一 文廟重地, 閒人不得入其門.
문묘는 중요한 곳이므로 관계없는 사람은 그 문을 들어갈 수 없다.
15) 務安鄕校, 『務安鄕校誌』(『書院誌叢書』제5권), 弘文社,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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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每月朔望, 齋任及諸儒生, 具巾服, 詣文廟, 行焚香禮. 畢就明倫堂, 整容危坐, 講經傳習禮儀. 且窮
究斯文興復之策.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재임과 여러 유생은 두건과 의복을 갖추어 입고 문묘에 가 분향례를
행한다. 분향례가 끝나면 명륜당으로 가 단정하게 꿇어 앉아 경전을 강독하고 예의를 익힌다. 아
울러 사문을 부흥시킬 방도에 대하여 궁리한다.
一 凡居處, 必以便好之地, 推讓於長者, 毋得先自擇占. 長者出入時, 少者必起.
무릇 거처할 때에는 편하고 좋은 자리는 반드시 어른에게 양보해야 하며 먼저 자기가 골라
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른이 출입할 때에 어린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난다.
一 整其衣冠, 毋得褻衣自便. 亦不得着華過近奢之服, 必以九容16)持身 九思17)存心. 如對嚴師, 少不
懈慢.[九容九思 見相揖禮]
의관을 단정히 해야 하며 외설스러운 옷으로 편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나치게 화려하
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9용>으로 몸가짐을 단속하고 <9사>로 마음을
보존해야 한다. 마치 엄한 스승을 대하듯 하고, 조금의 느슨함이나 흐트러짐이 있어서는 안 된
다.[<9용>과 <9사>는 <상읍례> 부분에 나와 있다.]
一 凡言語, 必愼重, 非文字禮法, 則不言, 以夫子不語怪力亂神爲法. 且以范氏七戒, 存心寓目.[范氏
名冲 字益謙 宋高宗時人]
무릇 언어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문자나 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하고 공자께서 괴력
난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범씨의 <칠계>를 마음에 새기고
눈여겨 보아야 한다.[범씨의 이름은 충이며, 자는 익겸이고, 송나라 고종 때의 사람이다.]
[七戒]
一 不言朝廷利害邊報差除
조정의 이해와 변방의 보고와 관직의 임명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二 不言州縣官員長短得失
주현 관원의 장단점과 득실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三 不言衆人所作過惡之事
여러 사람이 저지른 악할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
四 不言仕進官職趨時附勢
벼슬에 나가는 것과 시세를 좇고 권세에 아부하는 말을 하지 말 것
五 不言財利多少厭貧求富
재물과 이익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지
말것
六 不言淫媟戱慢評論女色
음탕하고 난잡한 농지거리나 여색을 평론하는 말을 하지 말 것
七 不言求覓人物干索酒食

16) ‘구용(九容)’은 ‘足容重, 手容恭, 目容端, 口容止, 聲容靜, 頭容直, 氣容肅, 立容德, 色容莊’을 말한다.
17) ‘구사(九思)’는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을 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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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탐내거나 술과 음식을 토색하는 말을 하지 말 것
[邊報 如我國南倭北㢚之事也 差 差使也 除 除官也]
[‘변보’란 예컨대 우리나라 남쪽의 왜국이나 북쪽의 오랑캐에 관한 일과 같은 것이다. ‘차’는
차사를 보내는 것이고, ‘제’는 관직을 제수하는 것이다.]
一 凡飮食, 不求飽, 不澤手, 毋揚飯, 毋流歠, 毋嚃羹, 毋刺齒, 毋歠醞, 毋反魚肉, 唯酒不得醉.
무릇 음식을 대해서는 배부르기를 구하지 말고, 손으로 집지 말며, 밥그릇을 들고 먹지 말고,
국물을 흘리지 말며, 국을 훅 들이마시지 말며, 이를 쑤시지 말고, 술을 마시지 말며, 고기를 뒤
집지 말며, 혹시 술을 마시더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
一 凡朋友, 務相和敬, 相規以失, 相責以善. 毋得挾貴挾富挾多聞見以驕儕輩, 且不得譏侮以相戱謔.
무릇 친구 간에는 서로 화친하고 공경하는 데 힘쓰며 서로 과실을 규책하고 선행을 독려하도
록 한다. 귀한 신분과 부유함, 견문이 많음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되며, 또
한 기롱하며 서로 희학질해서도 안 된다.
一 非聖賢之書性理之說, 則不得披閱于校中. 但史冊, 則許入.
성현의 책과 성리의 학설이 아니면 학교 안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역사책의 경우 들여
오는 것을 허락한다.
一 圖書, 不得出門, 酒色, 不得入門. 雜技, 不得戱, 刑罰, 不得行.
책은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며, 주색은 문 안에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 잡기를 하
고 놀아서는 안 되며, 형벌을 행해서는 안 된다.

3. 영광향교의 강규(講規)
위의 무안향교 <교규>의 제3조18)에서 매월 문묘에서 삭망분향(朔望焚香)의 예를 올린
다음 명륜당으로 자리를 옮겨 경전을 강독하고 예의를 익힌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이 일정
한 시기에 향교에 모여 경전을 강독하고 예의를 익히는 모임이 바로 향교의 강회(講會)이
다. 향교의 강회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현풍현학규>와 <영광군강학절목>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 아래의 영광향교(靈光鄕校) <강규(講規)>19)는 향교에서 개최되는 강회
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로서, 이 <강규>가 작성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
나 그 내용 상으로 볼 때 대체로 18세기 이후의 것으로 판단된다. 영광향교의 <강규>에는
뒤에서 살펴 볼 <석실서원 강규>와 유사한 조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향교의
강회와 서원의 강회가 비록 장소는 다를 지라도 진행 방식은 거의 동일했음을 의미하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영광향교 <강규>의 전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8) <校規>: 每月朔望 齋任及諸儒生 具巾服 詣文廟 行焚香禮 畢就明倫堂 整容危坐 講經傳習禮儀 且窮
究斯文興復之策
19) 靈光鄕校, 『靈光鄕校誌』(『書院誌叢書』제8권), 三友亭,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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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향교 강규>
一 入齋之規, 無論長幼貴賤, 凡有志於學者, 皆許入.
입재의 규칙으로는 장유와 귀천을 막론하고 배움에 뜻을 둔 자는 모두 입재하기를 허락한다.
一 每月朔會講, 而講事別立講長以主之.
매월 초하루에 회강하되, 회강하는 일은 별도로 강장을 두어 주관하도록 한다.
一 擇有文行者一人爲講有司, 一人爲直日, 一人爲執禮, 一人爲讀法.
문행이 있는 사람 1인을 택하여 강유사로 삼고, 1인은 직일로 삼으며, 1인은 집례로 삼고, 1인
은 독법으로 삼는다.
一 所講書, 必先小學, 次四書五經, 而近思錄家禮心經及擊蒙要訣聖學輯要, 或先或後, 循環講究, 又
取朱宋兩書中訓戒之說, 叅互通讀.
강하는 책으로는 반드시 『소학』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4서5경>을 하되, 『근사록』과『가
례』,『심경』 및 『격몽요결』, 『성학집요』를 혹은 먼저 혹은 나중에 돌아가며 강구하고, 또한
『주자대전』과 『송자대전』 두 책에 들어 있는 훈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참고하며 통독한
다.
一 每會講時, 先行相揖禮.
매번 회강할 때에는 먼저 상읍례를 행한다.
一 童子八歲以上可以應講者許入.
어린 아이 중 8세 이상으로서 강에 응할 수 있는 자는 입재를 허락한다.
一 聽講者非徒聽而已, 必答問討論.
청강하는 사람들은 단지 듣고 있기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문답과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다.
一 所講書, 先定章數, 以第次爲栍, 使諸生依所抽就讀, 而必以熟讀精究爲主, 毋或汎怱看過, 隨文義,
反復討論, 務窮旨趣, 而直日錄其講說, 上于先生長者, 以質其可否, 使後來就講者, 得以參考.[三十以
上面講, 三十以下背講]
강하는 책은 미리 장 수를 정해놓고 순서대로 찌를 만들어 여러 강생으로 하여금 추첨한 바
에 따라 읽도록 하되, 반드시 자세하게 읽고 정밀하게 연구하는 것을 주로 하며 절대 건성건성
대충 보고 넘어가지 않도록 한다. 문의를 좇아 반복하여 토론하고 그 지취를 궁구하는 데 힘쓰도
록 하고, 직일이 그 강한 말들을 기록하여 선생과 어른들께 올려 그 가부를 여쭈어 뒤에 강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나이 30 이상이면 면강하고, 30 이하는 배강한다.]
一 講會諸生, 端拱危坐, 毋敢戲笑喧譁, 毋敢頻數出入. 言語之際, 務爲相敬, 如有失儀者, 直日隨加規
警.
강회하는 여러 강생은 단정하게 공수하고 꿇어앉고, 장난치며 웃거나 시끄럽게 떠들어서는 안
되며 자주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도 안 된다. 말할 때에는 서로 공경하는 데 힘쓰고 만약 위의를
잃은 자가 있으면 직일이 꾸짖고 타이른다.
一 入案者, 或有故未赴講, 則呈單. 如非衆所共知不得已者, 而委託不參, 則會中面責之, 再不參, 則揭
目罰之, 三不參, 則刊去案中.
강안에 들어 있는 자 중 혹 변고가 있어 강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단자를 올린다. 만약
모두가 다 아는 부득이한 사정이 아닌데도 핑계를 대고 불참하지 않으면 강회에서 면책하고,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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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불참하면 죄목을 들어 벌하고, 세 번 불참하면 강안에서 삭제한다.
一 每講, 列書會中人姓名, 置齋中.[講長, 若未臨會, 則會中人姓名, 亦錄送.]
매번 강회할 때마다 강회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을 적어 학교에 보관한다.[강장이 만약 강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성명을 적어 보낸다.]

Ⅲ. 서원의 학규
개별 서원의 운영과 교육의 과정 전반에 관한 자체 규약이라 할 수 있는 서원의 학규는
대체로 ‘학규’라 통칭되지만 실제 명칭은 매우 다양하다. 즉, 학규(學規)나 학령(學令), 원규
(院規), 재규(齋規), 재헌(齋憲), 약속(約束), 강규(講規), 입약(立約), 훈시문(訓示文) 또는 유
시문(諭示文)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학규(學規): <文憲書院學規>(李珥, 1536-1584), <石室書院學規>(金元行, 1702-1772)
- 학령(學令): <陶淵書堂學令>(金台重, 1649-1711)
- 원규(院規): <伊山院規>(李滉, 1501-1570), <紫雲書院院規>(朴世采, 1631-1695)
- 재규(齋規): <齋居學規>(李象靖, 1711-1781), <魯岡書院齋規>(尹拯, 1629-1714)
- 재헌(齋憲): <龍山書院齋憲>(權尙夏, 1641-1721)
- 약속(約束): <隱屏精舍約束>(李珥, 1536-1584)
- 강규(講規): <德谷書齋月朔講會約>(安鼎福, 1712-1791), <老江書院講學規目>(尹鳳九, 1683-1767)
- 입약(立約): <咸寧書院立約文>(洪汝河, 1620-1674)
- 훈시문(訓示文) 또는 유시문(諭示文): <示精舍學徒>(李珥, 1536-1584), <諭白雲洞院長文>(李埈,
1560-1635)

이렇게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조선시대의 서원 학규는 그 숫자가 매우 많은데, 민족문
화추진회에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원문 자료(『한국문집총간』등)를 검색하여 정
리한 것만을 시기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제시 순서는 학규 명, 작성자(생몰
연대), 작성 시기 등이다.
<민족문화추진회 원문 자료 중의 서원 학규>
* 16세기
<白雲洞紹修書院立規>, 周世鵬(1495, 연산군1-1554, 명종9), 『해동잡록』수록
<伊山院規>, 李滉(1501, 연산군7-1570, 선조3)
<龍山書院齋憲>, 朴光前(1526, 중종21-1597, 선조30)
<隱屛精舍學規>, 李珥(1536, 중종31-1584, 선조17), 1578년 작성
<隱屏精舍約束>, 李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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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憲書院學規>, 李珥
* 17세기
<道東書院院規>, 鄭逑(1543, 중종38-1620, 광해군12), 1606년(선조39, 64세) 작성
<講法>, 鄭逑
<養正齋規>, 尹舜擧(1596, 선조29-1668, 현종9)
<星谷書院儒生勸學規>, 李惟泰(1607, 선조40-1684, 숙종10)
<竹林書院節目(九節)>, 兪棨(1607, 선조40-1644, 현종5)
<咸寧書院立約文>, 洪汝河(1620, 광해군12-1674, 현종15)
<魯岡書院齋規>, 尹拯(1629, 인조7-1714, 숙종40), 1675년(숙종1, 47세) 작성
<示敬勝齋諸生>, 尹拯, 1679년(숙종5) 작성
<文會書院院規>, 朴世采(1631, 인조9-1695, 숙종21), 1673년(현종14, 43세) 작성
<南溪書堂學規>, 朴世采, 1689년(숙종15, 59세) 작성
<紫雲書院院規>, 朴世采, 1693년(숙종19, 63세) 작성
* 18세기
<道峯院規(答道峯院規)>, 權尙夏(1641, 인조19-1721, 경종1)
<觀善齋學規>, 申益愰(1672, 현종13-1722, 경종2), 1709년(38세) 작성
<居齋節目>, 李光庭(1674, 현종15-1756, 영조32), 1746년(영조22, 73세) 작성
<深谷書院學規>, 李縡(1680, 숙종6-1746, 영조22), 1737년(영조13, 58세) 작성
<忠烈書院學規>, 李縡
<道基書院學規>, 李縡
<龍仁鄕塾節目>, 李縡
<老江書院講學規目>, 尹鳳九(1683, 숙종9-1767, 영조43), 1766년(영조42, 84세) 작성
<石室書院學規>, 金元行(1702, 숙종28)-1772, 영조48)
<石室書院講規(講儀附)>, 金元行
<興學規範>, 尹光紹(1708, 숙종34-1786, 정조10)
<居齋學規>, 李象靖(1711, 숙종37-1781, 정조5)
<德谷書齋月朔講會約>, 安鼎福(1712, 숙종38-1791, 정조15), 1786년(정조1, 75세) 작성
<洞中勸學節目>, 李光靖(1714, 숙종40-1789, 정조13), 1782년(정조6, 69세) 작성

이 밖에 한국국학진흥원의 원문 자료(『영남사림문집』) 중에서도 <仙査精舍學規>(徐思
遠, 1550∼1615), <陶淵書堂學令>(金台重, 1649-1711), <月麓書堂學規>(趙述道, 1729-1803),
<觀善齋學規>(金東鎭, 1867-?) 등을 찾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원 학규라 할 수 있는 퇴계의 <이산서원 원규>와 율
곡의 <은병정사 학규>의 전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산서원 원규>와 <은병정사 학규>는
16세기에 작성된 초기의 서원 학규로서, 이후 조선시대 서원 학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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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 학규의 전범(典範)이다. 즉, 이후의 많은 서원들은 이들 학규를 그대로 자신들의 학규
로 사용하였으며, 새로 학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상당 부분 이들 학규를 원용하였다. 비록
<이산서원 원규>와 <은병정사 학규>가 이미 교육사 연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학규이기
는 하지만,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기에 다시 그 전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하에
서는 <석실서원 강규>(김원행)와 <남계서당 학규>(박세채)를 보충 자료로 제시하여 조선
시대 서원 학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퇴계의 <이산서원 원규>
이산서원(伊山書院)은 명종 9년(1554)에 경상도 영천군에 창건된 대표적인 초기 서원 중
의 하나이다. 당초에는 학사(學舍)만 구비한 채 시작하여 창건 20년째 되던 선조 6년(1573)
에 사우(祠宇)를 건립하여 퇴계 이황(1501, 연산군 7-1570, 선조3)을 제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듬해 정월에 정부로부터 사액을 받았다.20) 퇴계는 이산서원의 설립에 초기부터 관여하였
으며 이산서원의 원기(院記)를 짓고 원규(院規)를 정하였다. 퇴계는 또한 당(堂)과 재(齋)와
문(門)의 이름을 짓고 편액(扁額)을 썼는데, 당은 경지당(敬止堂)이라 하고, 동재는 성정재
(誠正齋)라 하였으며, 서재는 진수재(進修齋)이 하였고, 문은 지도문(志道門)이라 하였다.21)
퇴계가 작성한 <이산서원 원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이산서원 원규>22)
一 諸生讀書, 以四書五經爲本原, 小學家禮爲門戶. 遵國家作養之方, 守聖賢親切之訓,知萬善本具於
我, 信古道可踐於今, 皆務爲躬行心得明體適用之學. 其諸史子集, 文章科擧之業, 亦不可不爲之, 旁務
博通, 然當知內外本末輕重緩急之序. 常自激昂, 莫令墜墮, 自餘邪誕妖異淫僻之書, 竝不得入院近眼,
以亂道惑志.
유생들의 독서는 4서5경을 본원으로 삼고 『소학』과 『가례』를 문호로 삼아야 한다. 나라에
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과 성현의 친절한 가르침을 준수하며, 모든 선이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도를 오늘날 실천할 수 있을 믿어 모두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며 본체
를 밝히고 작용을 적절히 하는 학문에 힘써야 한다. 여러 역사서와 제자의 문집 및 문장, 과거
공부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널리 통하도록 힘쓰되 마땅히 내외와 본말, 경중과 완급의 순서

20) 『列邑院宇事蹟』慶尙道(榮川) 伊山書院: 嘉靖三十三年 明廟朝甲寅 創建學舍 院號伊山 萬曆元年宣
廟朝癸酉 單享文純公李滉 萬曆二年宣廟朝甲戌正月二十七日賜額
21) 上同: 榮川郡號稱人才之淵藪 其俗尙文而未有肄業之所 嘉靖甲午儒林建議立學舍請於郡守安瑺 創建書
院於郡東五里許山伊洞 文純公李滉製院記定學規 命堂齋門號書扁額 堂曰敬止 東齋曰誠正 西齋曰進修
門曰志道 臺曰觀物 庖廚庫藏無一不具 自是士之來遊者其至如歸焉 萬曆癸酉士林建議創立祠宇 奉安文
純公李滉 始行享禮
22) 『退溪集』권41 <雜著> <伊山院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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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항상 스스로를 채찍질하여 분발하되 나태하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 그 밖
에 사악하고 요망하고 음탕한 글은 절대 서원에 들여와 눈에 가까이 하여 도를 어지럽히고 뜻을
미혹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一 諸生立志堅苦, 趨向正直, 業以遠大自期, 行以道義爲歸者, 爲善學. 其處心卑下, 取舍眩惑, 知識未
脫於俗陋, 意望專在於利欲者, 爲非學. 如有性行乖常, 非笑禮法, 侮慢聖賢, 詭經反道, 醜言辱親, 敗
羣不率者, 院中共議擯之.
유생들이 입지를 견고하게 하고, 지향하는 바를 바르게 하며, 학업은 원대한 것으로 스스로
기약하고 행실은 도의를 귀착할 바로 삼는 것이 선학이다. 그 마음 씀씀이가 비천하고 취사선택
이 분명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저속하고 비루한 것을 벗어나지 못하며 오직 이욕에 뜻을 두고
바라는 것은 비학이다. 만약 성행이 상도와 어긋나고 예법을 비웃으며 성현을 모욕하고 경전과
도리에 어긋나고 추한 말로 부모를 욕되게 하고 무리를 해치고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자는 원중
에서 함께 의논하여 쫓아낸다.
一 諸生常宜靜處各齋, 專精讀書, 非因講究疑難, 不宜浪過他齋, 虛談度日, 以致彼我荒思廢業.
유생들은 항상 각 재에 조용히 머물며 독서에 정진해야 하며 의심되거나 어려운 점을 강론하
는 것이 아니면 부질없이 다른 재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로 날을 보내어 피차간에 생각과 학업을
황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一 無故無告, 切無頻數出入. 凡衣冠作止言行之間, 各務切偲, 相觀而善.
까닭없이 알리지도 않고 자주 출입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무릇 의관과 행동거지,
언행 모두 상호 간에 절차 면려하기를 힘써 서로 보고 착해지도록 한다.
一 泮宮明倫堂, 書揭伊川先生四勿箴, 晦菴先生白鹿洞規十訓, 陳茂卿夙興夜寐箴, 此意甚好. 院中亦
宜以此揭諸壁上, 以相規警.
성균관의 명륜당에는 정자의 <사물잠>과 주자의 <백록동규십훈>, 그리고 진무경의 <숙흥야
매잠>을 써서 걸어 두고 있는데, 이 뜻이 매우 좋다. 원중에서도 마땅히 이것을 벽에 걸어두고
서로 규책하고 경계하도록 하라.
一 書不得出門, 色不得入門, 酒不得釀, 刑不得用. 書出易失, 色入易汚, 釀非學舍宜, 刑非儒冠事.
[刑謂諸生或有司以私怒捶打外人之類, 此最不可開端. 若院屬人有罪, 則不可全赦, 小則有司, 大則與
上有司同議論罰.]
서책은 문 밖에 나갈 수 없고, 여색은 문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술은 빚을 수 없고, 형벌은
쓰지 못한다. 서책은 나가면 잃어버리기 쉽고, 여색은 들어오면 더럽히기 쉬우며, 술을 빚는 것은
학교에서 할 일이 아니고, 형벌은 유생의 일이 아니다. [형벌이란 유생들 또는 유사가 사적인 노
여움 때문에 외부인을 때리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일은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만약 서
원에 속한 하인들에게 죄가 있어 그냥 용서할 수 없다면 적은 일은 유사가 처리하고 큰 일은 상
유사와 함께 의논하여 논벌한다.]
一 院有司, 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之識事理有行義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
遞.
서원의 유사는 근처에 사는 청렴하고 재간있는 품관 2인으로 차정하고, 또한 유사로서 사리를
알고 행의가 있어 뭇사람이 우러러 따르는 사람 1인을 선택하여 상유사로 삼되 모두 2년 만에
교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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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諸生與有司, 務以禮貌相接, 敬信相待.
유생들과 유사는 예모로 서로 교제하고 공경과 신뢰로 서로 대하기에 힘써야 한다.
一 院屬人完恤. 有司與諸生, 常須愛護下人. 院事齋事外, 毋得人人私使喚, 毋得私怒罰.
서원에 속한 하인들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유사와 유생들은 항상 하인을 애호하고, 서원이나
재의 일이 아니면 누구도 사사로이 부리지 못하며, 사적인 노여움으로 벌을 주어서도 안 된다.
一 立院養士, 所以奉國家右文興學, 作新人才之意, 人誰不盡心. 繼今莅縣者, 必於院事, 有增其制, 無
損其約, 其於斯文, 豈不幸甚.
서원을 세워 사를 양성하는 것은 국가의 우문흥학과 인재 양성의 뜻을 받드는 것이니 누가
그 마음을 다하지 않겠는가! 지금부터 이 고을에 수령으로 오는 자는 반드시 서원과 관련된 일
에 대하여 그 제도를 보탬은 있어도 그 약조를 덜어냄은 없어야 할 것이니, 이렇게 되면 어찌 사
문에 다행이 아니겠는가!
一 童蒙, 非因受業與招致, 不得入入德門內.
어린 아이들은 수업을 받거나 누구를 부르러 오는 일이 아니면 입덕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다.
一 寓生, 不拘冠未冠, 無定額. 成才乃升院.
우생(임시 청강생)의 경우, 성년 여부에 관계없고, 정해진 액수도 없다. 재주가 이루어지면 서
원으로 승격시킨다.

2. 율곡의 <은병정사 학규>
은병정사(隱屛精舍)는 선조 9년(1676)에 율곡 이이가 처가가 있는 황해도 해주의 석담(石
潭)에 지은 서당으로, 처음에는 ‘은병정사’로 불리다가 율곡 사후에 정암 조광조․퇴계 이
황․율곡 이이 세 선생을 모신 소현서원(紹賢書院)으로 발전하였다. 당초 율곡은 은병정사
에 6재를 설치하여 생도들을 가르쳤는데, 각각 경재(敬齋)․의재(義齋)․존양재(存養齋)․성
찰재(省察齋)와 동․서의 양정재(養正齋)이다.23) <은병정사 학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은병정사 학규>24)
一 入齋之規, 勿論士族庶類, 但有志於學問者, 皆可許入,

齋中先入者, 僉議以爲可入, 然後乃許入.

若前日悖戾之人願入, 則使之先自改過修飭, 熟觀所爲, 決知其改行, 然後許入. 素昧平生者願入, 則使
之姑按近村[或養正齋]或山寺往來問學, 觀其志趣操履, 知其可取, 然後許入.
재에 들어오는 규칙으로는, 사족과 서류를 막론하고 다만 학문에 뜻이 있는 자는 모두 입재를
허락하되, 먼저 재에 들어온 사람들의 의견이 들어와도 좋다고 한 연후에 입재를 허락한다. 만약

23) 『輿地圖書』下 黃海道 海州 [壇廟] 紹賢書院: 在州西四十里隱屛潭上 文成公李珥卜築所享 設六齋
敎誨生徒 曰敬齋義齋存養齋省察齋東西養正齋; [山川] 石潭川: 在州西四十里 文成公栗谷李珥 萬曆丙
子 卜築精舍.
24) 『栗谷全書』권15 <雜著>二 <隱屏精舍學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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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에 패악했던 사람이 들어오고자 하면 그로 하여금 먼저 스스로 잘못을 고치고 수칙하게 한
다음 그 소행을 자세히 관찰하여 행실이 고쳐졌음을 확실히 안 뒤에 입재를 허락한다. 평소에 내
력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기를 원하면 그로 하여금 잠시 가까운 마을이나 [혹은 양정재] 산사에
서 왕래하며 공부하도록 하여 그 지취와 조행을 관찰하여 취해도 좋을지를 안 뒤에 입재를 허락
한다.
一 推齋中年長有識者一人爲堂長, 又推儕輩中學優者一人爲掌議. 又擇二人爲有司, 又輪選二人爲直
月, 堂長掌議有司, 非有故則不遞. 直月則一月相遞. 凡齋中論議, 掌議主之, 稟于堂長而定之. [堂長有
故, 在他處, 其時參會最長者攝之.] 凡齋中之物出納及齋直使喚什物有無, 有司掌之. [非有司, 則不得
擅自使喚齋直檢罰之事.] 凡物皆有籍, 遞時, 案籍交付于代者. 凡師弟朋友所講論之說, 皆直月掌其記
錄, 以爲後考之資.
재 안에서 나이가 많고 유식한 사람 1인을 추대하여 당장으로 삼고, 또한 제배 중에서 학문이
우수한 사람 1인을 추대하여 장의로 삼는다. 또 2인을 뽑아 유사로 삼고, 또 2인을 차례로 뽑아
직월로 삼는다. 당장과 장의, 유사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교체하지 않는다. 직월은 한달마다 교
체한다. 무릇 재 안의 논의는 장의가 주관하고, 당장에게 보고하여 결정한다. [당장이 일 때문에
다른 곳에 있을 때에는 회의 참석자 중 최 연장자가 대행한다.] 무릇 재 안 물건의 출납과 재직
의 사환, 집기의 유무는 유사가 관장한다. [유사가 아니면 마음대로 재직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단속하고 벌주는 일을 할 수 없다.] 무릇 물건은 모두 장부에 기록하고, 교체할 때에는 장부를
교체인에게 넘겨준다. 무릇 사제와 붕우 간에 강론한 말들은 모두 직월이 그 기록을 맡아 뒤에
참고할 자료로 삼는다.
一 每月朔望, 師弟子皆以官服[有官則紗帽團領品帶, 儒生頭巾團領條帶.]詣廟開中門, 出廟貌, 再拜,
焚香. [師若不在, 則齋中年長者焚香.] 又再拜. [敍立位次, 則師居前行, 弟子爲後行西上.]
매월 삭망에 스승과 제자는 모두 관복을 입고 [관직이 있으면 사모단령에 품대를 하고, 유생
은 두건단령에 조대를 한다.] 사당에 가 중문을 열고 묘모를 드러내어 재배하고 분향한다. [스승
이 없으면 재 안의 연장자가 분향한다.] 다시 재배한다. [늘어서는 위차는 스승이 앞 줄에 있고
제자들은 뒷 줄에 서되 서쪽을 윗자리로 한다.]
一 每日五更起寢, 整疊寢具. 少者持箒埽室中, 使齋直埽庭. 皆盥櫛正衣冠讀書.
매일 오경에 자리에서 일어나 침구를 정돈한다. 나이 어린 사람이 빗자루를 들고 방안을 청소
하며 재직으로 하여금 마당을 쓸게 한다. 모두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의관을 바로 하여 독서한
다.
一 平明時, 皆以常服[笠子直領或冠巾直領之類. 但不用襦挾直領.], 詣廟庭. 不開中門, 只再拜. [師若
在齋, 則亦以常服謁廟.] 師在講堂, 則就師前行拜禮. [師不起立, 只於座上俯答其禮.] 分立東西相向,
行揖禮. [師不在, 則拜廟後出廟門, 分立庭東西, 相向而揖.] ○凡讀書時, 必端拱危坐, 專心致志, 務窮
義趣, 毋得相顧談話.
날이 밝으면 모두 평상복으로 [입자에 직령이나 관건에 직령 같은 따위이다. 단 짧은 겹것이
나 직령은 입지 않는다.] 묘정에 간다. 중문을 열지 않고 재배만 한다. [스승이 재에 있으면 또한
평상복으로 묘를 배알한다.] 스승이 강당에 있으면 스승 앞으로 가 배례를 행한다. [스승은 일어
서지 않고 다만 좌석 위에서 구부려 답례한다.]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나누어 서서 읍례를 행한
다. [스승이 부재 중이면 묘정을 배알한 뒤 묘문을 나와 뜰의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마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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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한다.] ○무릇 독서할 때에는 반드시 단정히 꿇어앉아 전심치지하며 의취를 궁구하는 데 힘쓰
고 서로 돌아보며 잡담하지 않는다.
一 凡几案書冊筆硯之具, 皆整置其所, 毋或亂置不整.
무릇 책상과 서책, 붓과 벼루 등의 도구는 모두 가지런히 제 자리에 두고 행여 어지럽게 흩어
두지 않는다.
一 凡食時, 長幼齒坐, 於飮食, 不得揀擇, 常以食毋求飽爲心.
무릇 식사할 때에는 나이에 따라 앉고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가려 먹어서는 안 되며 항상 ‘먹는
데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一 凡居處, 必以便好之地, 推讓長者, 毋或自擇其便. 年十歲以長者出入時, 少者必起.
무릇 거처할 때에는 반드시 편하고 좋은 자리를 연장자에게 양보하고 행여 자기 편의만 추구
해서는 안 된다. 10세 이상의 연장자가 출입할 때 나이 어린 사람은 반드시 일어선다.
一 凡步履必安詳, 徐行後長, 秩然有序. 毋或亂步不整.
무릇 걸음걸이는 반드시 점잖게 어른 뒤에서 천천히 걷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행여 질서를
지키지 않고 어지럽게 걸어서는 안 된다.
一 凡言語必信重, 非文字禮法則不言. 以夫子不語怪力亂神爲法, 且以范氏七戒, 存心寓目. [七戒書于
壁.]
무릇 언어는 반드시 신중해야 하며 문자나 예법이 아니면 말하지 않아야 한다. 공자께서 ‘괴
력난신’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은 것을 본받고, 또한 범씨의 <7계>를 마음에 두고 눈여겨 보아야
한다. [<7계>는 벽에 써 둔다.]
一 非聖賢之書, 性理之說, 則不得披讀于齋中. [史學則許讀.] 若欲做科業者, 必習于他處.
성현의 글이나 성리의 학설이 아니면 재 안에서 읽을 수 없다. [역사책은 읽어도 좋다.] 만약
과거 공부를 하고 싶은 자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해야 한다.
一 常時, 恒整衣服冠帶, 拱手危坐, 如對尊長, 毋得以褻服自便, 且毋得著華美近奢之服.
평상시에 항상 의복과 관대를 정돈하고 공수한 채 꿇어앉아 마치 어른을 대하듯이 하고, 편하
다고 외설스러운 복장을 해서는 안 되며, 또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
一 食後, 或游泳于潭上, 亦皆觀物窮理, 相咨講義理, 毋得遊戲雜談.
식사 후에 혹 냇가를 거닐 때에도 항상 사물을 관찰하고 이치를 궁구하며 서로 도와 의리를
강구하되 유희나 잡담을 해서는 안 된다.
一 朋友務相和敬, 相規以失, 相責以善. 毋得挾貴挾賢挾富挾父兄挾多聞見, 以驕于儕輩. 且不得譏侮
儕輩, 以相戲謔.
친구들끼리 서로 화합하고 공경하는 데 힘쓰며 과실과 선행을 서로 규책한다. 귀함이나 현명
함이나 부형이나 견문이 많음을 들어 또래들에게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또한 또래들을 기
롱하고 능멸하는 것으로 서로 희롱해서는 안 된다.
一 作字必楷正, 毋得亂書. 且不得書于壁上及窓戶.
글자는 반드시 해서체로 바르게 쓰고 어지럽게 휘갈겨 써서는 안 된다. 또한, 벽이나 창호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一 常以九容持身, 毋得跛倚失儀, 喧笑失言, 終始不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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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구용’으로 몸가짐을 단속하고, 비스듬히 기대서서 자세를 흐트러뜨리거나 낄낄거리며 웃
고 실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시종 느슨해져서는 안 된다.
一 昏後, 明燈讀書, 夜久乃寢.
어두워지고 나면 등을 밝히고 독서하다 밤이 깊어지면 잠자리에 든다.
一 自晨起至夜寢, 一日之閒, 必有所事. 心不暫怠, 或讀書, 或靜坐存心, 或講論義理, 或請業請益,
無非學問之事, 有違於此, 卽非學者.
새벽에 일어나 밤에 잘 때까지 하룻동안 반드시 한 일이 있어야 한다. 마음을 잠시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혹 독서하고 혹 정좌하여 존심하고 혹 의리를 강론하고 혹 수업과 지도를 청
하는 등 모두 학문에 관한 일이 아닌 것이 없으니 이것에서 벗어나면 공부하는 자가 아니다.
一 有時歸家, 切宜勿忘齋中之習, 事親接人. 持身處事存心, 務循天理, 務去人欲. 如或入齋修飭。出
齋放倒。則是懷二心也。不可容接。
때때로 집에 갈 때에도 절대 학교에서의 습관을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부모 모심이나 사람들
과의 교제, 몸가짐과 일처리, 마음의 존양이 천리를 따르도록 힘쓰고 인욕을 없애기 위해 힘써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다가 학교를 나가면 방탕해 지는 것은 곧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一 直月, 掌記善惡之籍. 審察諸生居齋處家所爲之事, 如有言行合理者及違學規者, 皆記之. 月朔呈于
師長. [凡違學規者, 直月遍告于堂長掌議, 共加規責, 若不悛則乃告于師. 若悛改則爻其籍, 勿告于師.]
善者獎勸之, 惡者鐫誨之, 終不受敎則黜齋.
직월은 선악적의 기록을 담당한다. 유생들의 거재와 처가 중의 소행을 자세히 살펴 만약 언행
이 합리적이거나 학규를 위반한 자가 있으면 모두 기록하여 매월 초하루에 사장에게 보고한다.
[무릇 학규를 위반하는 자는 직월이 당장과 장의에게 보고하여 함께 규책하도록 하고, 만약 고치
지 않으면 사장에게 고한다. 만약 잘못을 고치면 선악적의 기록을 삭제하고 사장에게 고하지 않
는다.] 선한 자는 권장하고, 악한 자는 벌을 주어 가르치되, 끝내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
에서 쫓아낸다.
一 諸生雖非聚會之時, 每月須一會于精舍, [月朔必會. 朔日有故則退定, 不出一二四日.

有司先期出

回文周告.] 講論義理, 且改定直月.
유생들은 비록 모여서 강회할 때가 아닐지라도 매월 반드시 한번은 정사에 모여 [매월 초하
루에 반드시 모인다. 초하루에 일이 있으면 늦춰 잡되 3-4일이 넘지 않도록 하고, 유사가 미리
회문을 보내 두루 알린다.] 의리를 강론하고 직월을 다시 뽑는다.
一 鄕中願學者, 皆姑接養正齋.
고을 사람 중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우선 양정재에 머물게 한다.

3. 석실서원 강규
석실서원은 1656년(효종7)에 김상용(金尙容, 1561-1637)과 김상헌(金尙憲, 1570-1652) 형
제를 주향으로 하여 경기도 양주의 석실(石室)에 설립된 서원이다. 석실은 안동 김씨들이
대대로 살던 곳으로, 김상헌은 호가 ‘석실산인(石室山人)’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석실서

232 『한국교육사학』제28권 2호(2006. 10)

원은 1663년에 사액되었으며, 1697년에는 김수항(金壽恒, 1629-1689)과 민정중(閔鼎重,
1628-1692), 이단상(李端相, 1628-1669)이 추가로 배향되었고, 1710년에는 김수항의 둘째 아
들이자 낙학(洛學)의 종장으로 일컬어지는 김창협(金昌協, 1651-1708)이 추가로 배향되었다.
아래의 <石室書院講規>의 작성자는 김원행(金元行, 1702-1772)이다. 김원행은 김창협의
사손(嗣孫)으로서 노론 낙론을 대표하는 산림학자이다. 그는 18세에 진사시에 합격한 바 있
으나 경종 연간(1721-1722)에 가문이 정치적 화를 입게 되자 24세(1725년, 영조1) 이후 과
거를 단념하고 산림학자의 길을 걷게 된다. 김원행은 석실서원을 근거지로 하여 학문 연구
와 제자 교육에 힘썼는데, 이 때 <石室書院學規>와 <石室書院講規> 2편을 작성하였다. 석
실서원의 학규와 강규의 작성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체로 50세를 전후한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원행이 작성한 석실서원의 학규와 강규는 18세기 중․후반
기의 서원 교육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당시의 서원에서 거행되
었던 강회(講會)의 구체적 모습을 보여주는 <석실서원강규>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석실서원 강규>25)
一 講事, 院長[以公卿大夫之有賢德負士望者爲之.]外又別立講長, 以共主之. [亦以有經術行義爲衆所
推者爲之, 勿拘居之遠近, 位之高下, 但專主講學, 餘無所與.]
회강과 관련된 일은 원장[공경대부로서 덕이 있고 선비들의 신망을 받는 사람으로 한다.] 외
에 별도로 강장을 두어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한다. [또한 경술과 행실로 뭇사람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선정하되, 거처하는 곳의 원근과 지위의 고하에 구애받지 말도록 하며, 오로지 강학만
주관하고 나머지 일에는 간여하지 않도록 한다.]
一 講案, 會中諸人, 相議錄成, 有願追參者, 許添書, 遠近並勿拘.
강안은 강회에 참석하는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여 작성하되, 참여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첨가해 써 넣는 것을 허락하고, 원근에 구애받지 않도록 한다.
一 所講書, 必先小學, 次大學[兼或問], 次論語, 次孟子, 次中庸, 次心經近思錄, 後及諸經, 周而復始.
강하는 책으로는 반드시 『소학』을 먼저 강하고 다음으로 『대학』을 강한[『대학혹문』도
겸하여 강한다.] 다음 『논어』와 『맹자』, 『중용』, 『심경』, 『근사록』을 차례대로 강한 뒤
여러 경서에 이르도록 하되, 두루 강한 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
一 每月講會, 定以十六日. 若有故退日, 則院任前期發文通告於應講諸人.
매월 강회하는 날짜는 16일로 정한다. 만약 일이 있어 날짜를 미룰 경우 원임이 사전에 응강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문서로 통고한다.
一 每講時, 以人數分排章數, 又以第次爲栍. [如第一第二之類.] 依所抽, 使以年次應講. [或章縮人贏,
不必每人盡讀, 到章窮而止.]
25) 『渼湖集』卷14 <雜著> <石室書院講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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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강회할 때에는 강하는 사람 수에 따라 강할 책의 장수를 분배한다. 또한 차례대로 찌를
만들어[예컨대, 제1번, 제2번과 같은 것이다.] 추첨한 바에 따라 연차적으로 응강하도록 한다.[혹
강할 책의 장수가 사람 수보다 적을 경우 모든 사람이 다 강독할 필요는 없으며, 강할 장이 다
끝나면 강회를 마친다.]
一 三十以上臨講, 以下背講. 背講者, 註則臨講. 童蒙則又考論其優劣. [如通略粗不之類.] 年老不在應
講者, 亦可同座聽講. [聽非徒聽而已, 必有答問討論之實, 方當得聽講之稱, 不可在座含默.] 遠人適至
會中, 願同聽者許. [老少不拘.] 雖當應講者, 若新到未及誦習者, 亦姑許同聽.
30세 이상인 사람은 책을 보면서 강하고, 그 이하는 외워서 강한다. 외워서 강하는 사람도 주
의 경우에는 책을 보면서 강한다. 동몽들의 경우에는 그 잘하고 못하는 것에 대하여 논고한다.
[예컨대, 통․약통․조통․불통과 같은 것이다.] 연로하여 응강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앉아서 청
강한다. [청강한다고 하여 단지 듣고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같이 문답하고 토론하는
실효가 있어야 청강이라는 말에 어울릴 것이니, 자리에 앉아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먼 데
사람이 강회에 와 같이 청강하기를 원하는 경우 허락한다. [나이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는
다.] 비록 응강해야 마땅한 사람이라도 만약 새로 와서 미처 강습하지 못한 경우에는 또한 임시
로 같이 청강하는 것을 허락한다.
一 或有故闕參, 則後講時, 必承前讀盡卷而後, 始讀次卷, 不得躐等亂序.
혹시 일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면 다음에 강회할 때 반드시 먼저 읽은 책을 모두 마친 뒤 다
음 책을 읽도록 하여 차례를 뛰어넘고 순서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한다.
一 追入講案者, 所講書, 亦各依原序, 但誦時不必盡篇, 篇中只抽幾章以試之.
강안에 새로 첨가된 사람이 강하는 책은 각각 원래의 순서대로 하되 강송할 때 반드시 전편
을 다할 필요는 없으며 전편 중 몇 장만을 추첨하여 강한다.
一 所定篇章, 必不多不寡. 但日短則稍寡, 講皆畢, 卽相反復討論, 務窮旨趣廼已.
강하기로 정한 편과 장은 많아서도 안 되고, 적어서도 안 된다. 다만, 해가 짧을 경우 조금 적
게 하고, 강이 모두 끝나면 서로 반복하여 토론하여 지취를 궁구하는 데 힘쓴 뒤 그친다.
一 講後又使直月讀白鹿洞規學校模範等篇. 模範分三節[自篇首至存心爲一節, 自事親至應擧爲一節,
自守義至篇末爲一節], 每會, 以次讀之. [院享之月, 又必讀廟庭碑文, 以發其感慕興起之意.] 又有餘力,
則雖非當日所講, 亦許隨疑相質, 但勿許異端雜書.
강이 끝난 뒤에는 직월로 하여금 <백록동규>와 <학교모범> 등을 읽도록 한다. <학교모범은
3절로 나누어[제1편(입지)부터 존심까지가 1절이며, 사친부터 응거까지가 1절이고, 수의부터 마지
막 편(독법)까지가 1절이다.] 매번 강회 때마다 차례로 읽는다.[서원에서 제사를 거행하는 달에는
묘정의 비문 또한 반드시 읽어 감모하고 흥기하는 뜻을 일으킨다.] 또한, 여력이 있으면 비록 그
달 강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의문 나는 대로 질문하는 것을 허락하되 이단과 잡서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불허한다.
一 諸生中以能文字善記述者一人爲直月, 每月而遞. 每講會, 院長講長俱不參, 而諸生自相問答, 有關
於義理之大者, 使直月錄爲一通, 送質于院長講長, 以其所答, 並留院中.
여러 유생 중 문자에 능하고 기술을 잘하는 사람 1인을 직월로 삼고 한 달마다 교체한다. 매
강회에 원장과 강장이 모두 불참하면 여러 유생이 스스로 서로 문답하되, 큰 의리와 관련된 문제
는 직월로 하여금 기록하여 한 통으로 만들어 원장과 강장에게 보내어 질의하며, 그 답 또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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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서원에 보관한다.
一 有故未赴會, 則於當月所讀篇中, 錄其疑義, 上于院長講長. [亦有答送, 示其人後留院中.] 雖參講
者, 亦許先具疑目, 竢講訖, 質于會中.
일이 있어 강회에 오지 못하게 되면 그 달에 읽을 편 중에서 질문 사항을 기록하여 원장과
강장에게 올린다. [또한 답문을 질문자에게 보내 보여준 다음 서원에 보관한다.] 강회에 참석한
사람 또한 먼저 질문 목록을 만드는 것을 허락하며, 강이 끝난 뒤 모임을 여는 동안에 질문하도
록 한다.
一 入案者, 或未赴講, 則呈單. [若在數三十里外, 勢難專人呈單者否.] 非衆所共知不得已者, 而委托不
參, 則會中面戒之, 再不參, 則黜座. [請改然後衆責而還之.] 若無意講學, 全不赴會者, 刊去案中.
강안에 들어 있는 사람 중 혹 강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자를 올린다. [만약 수 30리
밖에 살아 사람을 보내 단자를 올리기 어려운 형편인 경우 그렇게 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핑계를 대고 불참하는 경우에는 모임 중에 주의를 주고 또 다시 불참
하는 경우에는 자리에서 쫓아낸다. [잘못을 고치기를 청한 다음에 여러 사람이 함께 꾸짖은 다음
환원시킨다.] 만약 강학에 뜻이 없어 강회에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강안에서 삭제한다.
一 每講, 輒列書會中人姓名, 一置院中, 一送院長講長. [院長講長若臨會則否.]
매번 강할 때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의 성명을 일일이 기록하여 하나는 서원에 두고 하나는
원장과 강장에게 보낸다. [원장과 강장이 강회에 참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4. 남계서당 학규
남계서당(南溪書堂)은 박세채(朴世采)(1631, 인조9-1695, 숙종1)가 57세 되던 1687년 이후
경기도 파주의 광탄(廣灘) 부근에 우거하면서 후진을 교육하던 곳이다. ‘남계’라는 명칭은
광탄이 파주의 남쪽에 위치한 하천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인데, 박세채는 광탄에 우거한 것
을 계기로 ‘남계선생’이라 불리게 되었다. <남계서당 학규>는 그가 59세 되던 1689년(숙종
15) 2월에 작성한 것으로,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계서당 학규>26)
一 書堂之士, 必擇篤志向學, 常常來讀者, 許入而置籍焉. 且勿以顯族微品爲拘, 但其自處之道, 不可
不各自裁量.
서당의 선비로는 반드시 배우고자 하는 뜻이 돈독하고 자주 와서 독서할 자를 택하여 입학을
허락하고 학적부를 비치한다. 또한 현족이나 미품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되, 다만 그 자처하는 도
에 대해서는 각자 헤아려보지 않을 수 없다.
一 昧爽而興, 親自整疊寢具. 命少者淨掃室中, 以次盥櫛正衣冠.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이 직접 침구를 정돈한다. 나이 어린 자로 하여금 방안을 소제하도록 하
고 차례대로 씻고 의관을 바르게 한다.

26) 『南溪集』권65 <雜著> <南溪書堂學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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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師在講堂, 則服上服, 就師前行拜禮. 師於座上俯手以答. [朔望, 則行再拜禮. 師立而扶之.] 仍又分
立兩序, 東西相向, 行揖禮.
스승이 강당에 계시면 상복을 입고 스승 앞으로 나아가 배례를 행한다. 스승은 자리 위에서
부수로 답한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재배례를 행한다. 스승은 서되 옆에서 부축한다.] 이어서 양
서로 나누어 서서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읍례를 행한다.
一 各就讀書處, 對案端拱危坐, 熟讀精硏, 不得胡思亂想, 不得顧眄嬉笑, 不得出入紛紜.
각자 독서하는 곳으로 가 책상을 마주하고 단정히 공수하고 꿇어앉아 숙독하며 정밀하게 연
구하되, 서로 돌아보며 떠들고 웃어서는 안 되고, 어수선하게 드나들어서도 안 된다.
一 食時, 就食以齒, 而坐從容整齊. 常以食無求飽爲心.
식사 시에는 나이 순서대로 밥을 먹되 조용하고 가지런히 앉는다. 항상 ‘먹을 때에는 배부름
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一 食畢, 消搖于外, 亦必秩然有儀. 少時, 復入書室, 整頓冊子, 以俟師招入授書.
식사가 끝나면 밖에서 산책을 하는데, 이때 또한 질서정연하고 위의가 있어야 한다. 잠시 후
다시 서실에 들어가 책자를 정돈하고 스승이 불러들여 책을 주는 것을 기다린다.
一 授書後, 分就讀所, 凡然終日讀之. 少有疑處, 輒來質問. 再三反覆, 不可放過, 一言一句, 必求踐履
之方.
책을 받은 다음에는 독서할 장소로 나뉘어 가 종일토록 그 책을 읽는다. 조금이라도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곧바로 와서 질문한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읽고 일언일구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一 其間少隙, 或講論義理, 或看書寫字. 不得怠惰放肆, 任便自逸.
그러한 사이에 조금의 틈이 있으면 혹 의리를 강론하거나 책을 보고 글자를 쓴다. 나태하고
방자하거나 편할 대로 하고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一 居處, 必以便好處, 推讓長者, 年十歲以上者出入時, 少者必起立.
거처할 때에는 반드시 편하고 좋은 자리를 나이 많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나이가 10세 이상인
사람이 출입할 때 나이 어린 사람은 반드시 일어선다.
一 言語愼重, 非文字禮法則不言. 毋談淫褻悖亂神怪之事及他人過惡朝廷州縣得失.
언어는 신중해야 하며 좋은 말씀이거나 예법에 맞는 말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 음란하고 도리
에 벗어나거나 괴이한 일 및 다른 사람의 과오나 조정․주현의 득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一 客至, 若堂中士皆相識, 或彼求見則出見. 不然只相識者出見. 但敍寒暄情素畢, 不發間談. 就案靜
坐則客當辭退.
손님이 올 경우, 만약 서당의 선비들이 모두 서로 면식이 있거나 혹 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
면 나가서 만난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면식이 있는 사람만 나가서 만난다. 안부를 묻고 할 말을
하고 나면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않는다. 책상 앞에 가 정좌하게 되면 손님은 물러가야 한다.
一 非聖賢性理之書, 不得披覽, 惟史書許看. 如異端科擧文字, 切不許入堂.
성현들의 성리서가 아니면 보아서는 안 되며, 역사서는 보는 것을 허락한다. 이단이나 과거와
관련된 글은 일체 서당에 들이는 것을 불허한다.
一 白鹿洞規敬齋箴兩圖及要訣爲學圖, 皆淨寫揭諸壁上, 以資警省. 蓋爲學大體要道, 皆具於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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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록동규>와 <경재잠> 두 그림과 <격몽요결 위학도>는 모두 깨끗하게 써서 벽에 걸어두
고 경계하고 반성하는 밑천으로 삼는다. 위학의 대체와 요도가 모두 여기에 갖추어져 있기 때문
이다.
一 夕食時, 就食如朝儀. 旣昏, 張燈讀書. 夜久之後, 各自布席就寢. 齊手斂足, 不作思惟.
저녁 식사 때 밥 먹는 것은 아침과 같이 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촛불을 켜고 독서한다. 밤이
깊어진 다음 각자 자리를 펴고 잠에 든다. 손을 가지런히 하고 다리를 모으며, 아무런 생각도 하
지 않는다.
一 歸家, 切勿忘齋中所習, 日用工夫不容少懈. 苟或相背, 是不得爲爲己之學矣. 至如學業荒怠, 行誼
不修, 處事乖戾者, 隨其輕重, 各有責罰, 切宜戒之.
귀가했을 때에도 절대 서당에서 익힌 바를 잊어 먹어서는 안 되며, 일용 공부에 조금의 느슨
함도 용납해서는 않는다. 만약 서로 위배됨이 있다면 위기지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학
업을 게을리 하고 행실이 단정치 못하며 일처리에 어긋남이 있는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각각 책
벌하고 잘 타일러 경계한다.
一 更置一籍, 記其一年之內, 來會者幾月, 所讀者何書, 以備日後攷其勤慢.
또한 장부를 별도로 두어 1년동안 모임에 참여하러 온 것이 몇 달이고 읽은 것이 무슨 책인
지를 기록하여 후일에 그 근만을 평가하는 데 대비한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복천향교 학령>, <무안향교 교규>, <영광향교 강규> 등 관학의 학령과 퇴계
의 <이산서원 원규>, 율곡의 <은병정사 학규>, 김원행의 <석실서원 강규>, 박세채의 <남
계서당 학규> 등 서원(서당)의 학규 몇 편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학령 및 학규 관련 자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 학령 및 학규 관련 자료에 대한 수
집․정리가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의 현황 파악 또한 매우 제한적
범위에 그쳤다. 하지만, 제한된 자료들을 통해서도 학령 및 학규가 조선시대의 각급 학교에
서 이루어진 유교식 학교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 등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교육사 연구의 기초 자료라는 점은 충분히 확인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관련 자료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수집․정리 작업과 함께 이들 자료에 대한 다각적이고 면
밀한 분석을 진행함으로써27) 조선시대 유교식 학교교육의 구체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
27) 이와 관련하여, 윤희면 교수가 그의 저서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집문당, 2005) 제9장 “서원교
육의 전개와 교육효과” 부분에서 서원 교육과 관련된 여러 고문서(<학규> 포함)와 문집 기사들을
통하여 거접(居接)․강회(講會)․순제(旬製)․백일장(白日場) 등 서원 교육의 실제 모습을 그려 보
려 시도한 것은 향후 학령 및 학규 관련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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