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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고려 말부터 조선 기에 이르는 시기에 진사시 시행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쟁을 살펴 으로써, 조선에서 진사시가 시행된 이유를 알아보는 데 목

을 두었다. 본고에서는 진사시의 시행이 당시 학교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더불

어 학교와 과거의 연계성을 강화하려 한 조선 교육정책의 기본 인 방향을 드러

낸다는 에 주목해서 연구를 진행하 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 

말기 국자감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이다. 둘째, 조선 

기 진사시 시행에 한 논의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고려 국자감시(國子監試)는 덕종 즉 년(1016)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목 은 

입격자들에게 국자감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것이었다. 고시과목은 시부(詩賦)와 

10운시(十韻詩)가 심이었다. 국자감시는 고려 말기에 들어오면서 폐지와 복설

을 거듭한다. 이는 단순히 국자감시에만 국한되는 변화가 아니었고 국자감의 

상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과거제도와 학교제도의 연계 강화와 련되어 

있다. 국자감은 성균 으로 변하면서 좀 더 유학교육에 치 된 성격을 가진 학

교로 변화했고 이는 국자감시의 고시과목 변화와 연 되어 있다. 그리고 승보시

(陞補試)의 상 변화도 국자감시에 향을 주었다. 승보시는 본래 국자감시를 

통해 선발한 국자감의 학생 수에 결원이 있을 때, 보충해서 선발하는 시험의 성

격이 강했다. 고시과목은 경서의 의(義)가 심이었는데, 공민왕 부터 의의(疑

義)를 시험했고, 입격자 수를 크게 늘리게 된다. 이때부터 승보시는 기존 국자감

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험으로 상이 올라가게 되었다. 우왕  국자감시가 

다시 부활했지만 국자감시는 최고학부의 입학자격시험으로서의 그 상이  

약화되었다. 

국자감시는 조선이 건국하면서 폐지되었는데, 다시 시행하자는 논의가 제기

된 때는 세종 에 들어서면서부터이다. 세종 10년에(1428) 성균사성 정곤과 13

년(1431) 부교수  정종본은 생원시 입격자 수가 응시자에 비해 무 은 것

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진사시를 다시 시행하자고 건의한다. 세종 17년(1435),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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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학 이맹균은 당시까지 진행된 논의를 반 하여 ｢시학흥학조건(詩學

學條件)｣을 올린다. 이맹균은 진사시의 시행과 동시에 문과 장의 고시과목에 

논(論) 신 시(詩)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 으며, 진사시의 응시 연령을 25세

까지로 한정하 다. 이는 진사시가 료를 선발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장학에 

목 을 둔 시험이었다는 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진사시의 시행은 

향교 교 을 보충하기 한 성격도 가지고 있다. 향교의 수가 격히 늘어나면

서 향교교 의 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소과 입격자에게 교도(敎 )의 자격을 

주어 향교 교 을 충원하려 했다. 따라서 소과 입격자 수를 늘리기 한 방법으

로 진사시를 시행하는 안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사시는 세종 26년에 다시 폐지된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폐지사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 , 세종 25년에 제정된 ｢문과강경정식(文科講經程式)｣

이다. ｢문과강경정식｣을 통해 문과 장이 강경(講經)으로 변화하 는데, 이는 

문과의 시험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래했다. 따라서 한 해에 진사시, 생원시, 

문과를 모두 치르면 시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이 지 되어 응시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게 된다고 지 되었다. 다음으로는 세종 26년에 생원시 고사장에서 

리응시사건이 발각되었다. 당시 논의를 보면, 진사시 고사장에서도 25세를 넘

긴 사람이 진사시 시험장에 나이를 속이고 응시하는 경우를 제 로 발해 내기

가 실 으로 힘들다는 폐단이 지 되었다.  

진사시는 단종  다시 시행되었다. 그러나 진사시 시행규정은 이  문종 

｢진사시취조건(進士試取條件)｣으로 확립되었는데, ｢진사시취조건｣은 이  세종 

 ｢시학흥학조건｣과 비교하면 몇 가지 변화한 이 보인다. 먼 , 응시자들이 

옛 작품들을 베껴 쓰는 것을 막기 해 10운시(十韻詩) 신 고부 한 편, 고시와 

율시 에서 한 편씩 짓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진사시의 난이도를 종 보

다 어렵게 해서 시험의 상을 높이려 한 조치로 보인다. 한, 25세 이하만이 

응시할 수 있게 한 연한법을 없애고, 모든 응시자들에게 생원시와 마찬가지로 ｢

학례강(學禮講)｣을 치르도록 하 다. 이는 진사시의 지 를 생원시와 동등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진사시 응시자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 인 경서

의 이해도를 필수 으로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진사시취조건｣은 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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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세종 와는 달리 생원시와 같은 지 를 가진 시험으로 규정하 으며, 이

는 소과가 생원시와 진사시로 정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려 말에서 조선 기에 이르는 진사시 성립 과정의 의의를 정리하면, 진사

시의 시행은 당시 조선의 학교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의도가 강했다는 이다. 

진사시는 문과의 비고사보다는 오히려 향교와 성균  사이에서 학교제도를 활

성화시키려는 학교진흥책에 더 가까운 시험이었다. 그리고 진사시의 고시과목이 

시와 부라고 해서 응시자들에게 문 (文藝)  능력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의 진사시에서 시험한 고부와 고시는 엄격한 격식을 지키는 것이 요하기

는 하 지만, 경서의 이해에 기 한 용사(用事)의 한 구사가 더 요하 다. 

즉, 조선의 진사시는 응시자의 문  능력과 경서에 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동시에 알아보려는 목 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소과, 진사시, 국자감시, 생원시, 문  능력, 시부

학번 : 2012-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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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제기

이 연구는 조선시  소과( 科)의 한 종류인 진사시(進士試)의 성립 과정에 

한 고찰을 목표로 한다. 소과는 기본 으로 입격자에게 생원(生員)과 진사(進

士)의 칭호를 내리고 성균 (成均館)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다. 소과(

科)는 생원시(生員試)와 진사시(進士試)로 나뉘는데, 생원시는 사서(四書)와 오경

(五經)에 한 의의(疑義)로 평가하는 시험이었던 반면, 진사시는 시(詩)와 부

(賦)와 같은 문 (文藝)  능력을 평가하던 시험이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조선이 왜 진사시를 새로 도입했으며, 도입하는 과정에

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해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그 이유가 진사시(進士試)를 문과(文科)의 비고사로 인식한 데 있다고 본다. 

진사시를 문과의 비시험으로 보는 에서는 진사시에 응시하는 이유를 문과

제를 한 하나의 과정으로만 인식하거나 양반계층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

기 한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에서는 진사시 시행 과정의 

의미나 시행목 , 고시과목의 변화 등과 련된 교육  측면은 심을 끌지 못

하게 된다. 그 동안 과거제 연구가 상당히 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사시 설

립 과정에 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 말부터 조선 기에 진사시의 시행 여부에 한 논쟁과

정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고려 말기에서 조선 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사시를 폐지하고 복설(復設)한 이유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조선 세종 부터 

단종 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사시 시행 여부는 매우 요하게 받아들여진 사

안이었다. 본 연구의 목 은 이 시기의 진사시 시행 논쟁 속에서 진사시의 시행

목 과 배경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사시는 국의 과거제에서는 운 되지 않은 제도이다. 국과 조선의 과거

제가 응시자의 사회경제  배경보다는 능력을 주로 리를 선발하려 했던 과 

학교에서 수학(修學)하고 있는 학생이어야만 과거 응시의 자격을 부여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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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같지만,1) 생원시와 진사시로 이원화되었던 소과제도와 진사시에 입격하지 않

더라도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던 은 조선의 과거제가 국과 다른 이었다.2) 

그리고 생원시의 고시과목인 의의(疑義)3)는 문과(文科)의 고시과목과 일치하

지만, 진사시의 고시과목 의 하나인 시(詩)는 문과 고시과목이 아니었다. 그

다면 문과를 비하는 지원자들 입장에서 볼 때, 진사시는 요한 시험이라 보

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사시의 필요성이 꾸 히 제기되었다는 은 진

사시의 시행목 이 문과와는 다른 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따라

서 본 연구자는 진사시를 문과의 비고사라고 보는 것은 하지 않으며, 진

사시의 시행목 이 문과와는 다른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 진사시의 시행을 놓고 

벌어진 논쟁과정을 추 해 보는 것은 진사시의 설립 목 을 알아내는 것과 동시

에 소과의 시행 목 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 말기의 국자감시(國子監試)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고찰

하는 것이다. 국자감시는 조선 진사시와 같은 성격을 가진 시험으로4) 최고학부

인 국자감(國子監)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시험이었다. 국자감시는 고려 

덕종(德宗) 원년(1016)부터 시행되었는데, 충선왕(忠宣王) 에 폐지되어 구재삭

시(九齋朔試)가 이를 신하 다. 그리고 충숙왕(忠肅王) 7년(1320)에 다시 시행

되었다가, 공민왕(恭愍王) 17년(1367)에 다시 폐지되고 우왕 2년(1377)에 복설된

1) 송 호(1990), ｢과거제도를 통해서 본 국과 한국｣, 조선사회사연구, 일조각, pp. 

450-451 참조.

2) 국 명청(明淸) 의 과거제는 조선과 마찬가지로 향시(鄕試), 복시(覆試), 시(殿試)

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향시에 응시하기 해서는 교생(校生)자격을 얻

기 한 시험인 동시(童試)와 원시(院試)를 통과해야 했다. 이 모든 시험이 엄격하게 

계 이었다는 에서 소과입격이 문과응시의 선결조건이 아니었던 조선과는 다르

다. 즉, 국에는 조선의 소과에 해당하는 시험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 의의(疑義)는 유가 경서의 어떤 구 이 의미하는 바를 논설하는 문장을 말한다. 국 

원나라 인종 2년(1313)년에 제정된 과거 규정을 살펴보면 경의(經義)는 오경(五經)에

서 출제하는 것을 말하며, 경의(經疑)는 사서(四書) 안에서 출제하는 것을 뜻한다고 

되어 있다. 이래종(2013), ｢의의(疑義)의 형식과 그 특성｣,  동한문학 제39집 참조. 

4) 高麗史 卷74 選擧2 國子監試 : 國子監試卽進士試德宗始置....(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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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시과목도 변하게 되는데, 기에는 주로 시(詩)와 부(賦)를 시험하다가 충

숙왕 에 이르러 부(賦)와 배율십운시(排律十韻詩)를 시험하게 된다. 

본 연구자는 국자감시의 변화가 당시 학교교육의 제도  정비 과정과 하

게 연 되어 있다고 본다. 국자감에서 성균 으로의 변화, 성균  교육과정의 변

화 등은 국자감시의 변화가 있게 한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려 말 

국자감시의 변화 과정을 국자감의 변화와 같이 살펴보고, 조선 진사시의 성립과 

어떠한 연 성이 있는지를 악하려 한다. 

고려의 국자감시는 조선 진사시의 직 인 기원이 되는 제도라는 과 고려 

말기에 두 번에 걸친 폐지와 복설 과정을 겪는다는 에서 진사시의 성립과정과 

상당히 유사하다. 본 연구자는 국자감시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진사시 

성립 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조선 기 진사시 시행에 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 논의 

과정은 시기를 셋으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먼 , 태조-태종에 이르는 시기

(1392-1418), 세종 (1418-1450), 그리고 문종에서 단종 (1450-1455)에 이르는 

시기이다. 

태조에서 태종 에 이르는 시기는 감시(監試)가 폐지되고 진사시가 시행되

지 않았던 시기이다. 태조가 건국조서에서 감시를 폐지한 이후, 태종 까지 진

사시는 시행되지 않았고, 소과는 생원시만 시행되었다.5) 그러나 태종  후반에 

권근(權近)이 제시한 ｢권학사목(勸學事目)｣을 계기로 기존의 정책 방향이 조 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고려에서 교생들에게 시를 시험하던 도회(都 )를 다시 시행

하 고 문신 시(文臣重試)를 실시해서 료들에게 시를 시험하기 시작하 다. 

권근의 ｢권학사목｣은 진사시 시행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세종  진사시 시행

논의가 제기된 배경을 마련했다는 에 의의가 있다. 세종(世宗) 에는 본격

으로 진사시의 시행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세종 12년에 진사시를 시행

하자는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수 년 간의 논의결과로 세종 17년(1435년) 

5) 완 히 폐지된 시기는 태종 원년에 증 시를 시행하면서 생원시만 시행한 1400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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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학흥학조건(詩學 學條件)｣으로 진사시가 복설되었다. 그러나 진사시는 세종 

20년과 23년 두 번에 걸쳐 시행된 후 26년에 폐지된다. 이후 문종(文宗) 에   

｢진사시취조건(進士試取條件)｣이 제정되면서 복설(復設)이 결정되고, 단종 에 

확정되어 시행하게 된다. 그 이후로는 경국 (經國大典)에 명문화되었고, 시

행 자체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제기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진사시의 시행을 두고 벌어졌던 논의과정을 살펴보고 진사시

를 시행하려 한 배경, 시험 상의 변화, 고시과목의 변화 등에 해 알아보려 

한다. 이를 통해, 당시 진사시 시행이 어떤 배경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악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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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검토

재까지 진사시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과거제도를 반 으로 연구

한 논 의 일부분이거나,6) 소과 자체를 연구한 연구물7)  일부 다. 특히, 고려 

말 국자감시의 설폐(設廢) 과정과 조선 기 진사시의 설폐 과정을 연계하여 다

룬 연구는 아직 없다. 그나마 송 호(1970)와 조좌호(1971) 이후로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같이 다룬 연구물도 찾아보기 힘들다. 최진옥(1994)의 연구8)가 있지만 

그의 연구는 생원시와 진사시의 합격자 명부인 사마방목의 분석을 통해 생원과 

진사가 당시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성격을 가진 계층이었는가를 밝히는 데 주안

을 둔 연구이다.

기존 연구에서 정리된 진사시의 시행목 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는 진사시와 생원시 모두 시행목 이 문과와 같다고 보는 것이며, 두 번째는 조

선 기의 진사시의 시행과 폐지는 문과 강경(講經)-제술(製述)논쟁의 결과로 보

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세종 의 시학진흥책(詩學振 策)을 추진하기 해 진사

시를 설립했다는 견해이다. 이 에서는 강경-제술논쟁이 시학(詩學)-경학(經

學) 논쟁으로 변화했다고 보고 있다. 선행연구물의 성과를 정리하고 본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문과의 시행목 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9)

6) 컨 , 이성무(1997), 한국 과거제도사, 서울, 민음사; 이성무(2004), 한국의 과거

제도, 주, 한국학술정보; 조좌호(1996), 한국과거제도사연구, 서울, 범우사; 차미

희(1999), 조선시  문과제도연구, 국학자료원 등이 있다.

7) 컨 , 송 호(1970), ｢이조 생원진사시의 연구｣, 한민국 국회도서 ; 조좌호(1971), 

｢이조사마시고｣, 성균 학교 논문집, 등이 있다. 

8) 최진옥(1998), 조선시  생원진사연구, 집문당. 

9) 이러한 견해를 가진 선행연구로는, 송 호(1970), ｢이조 생원진사시의 연구｣, 한민국 

국회도서 ; 이성무(1967), ｢선 의 성균  연구｣, 역사학보; 이성무(1997), 한국 과

거제도사, 서울, 민음사; 이성무(2004), 한국의 과거제도, 주, 한국학술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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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科擧制)에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체 으로 소과를 문과의 비

고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소과의 시행목 을 문과의 시행목 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 에서는 과거제를 ‘과목(科目)에 의하여 리를 선발

하는 리등용시험’10)이라고 보고 있으며, 소과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료선발을 

한 수단이었다고 보고 있다. 즉, 고려 종  과거를 도입한 목 은 신라의 

골품체제(骨品體制)를 청산하고 앙집권 인 료체제를 확립하기 함이었으

며 기존의 귀족세력을 과거제를 통하여 앙 료로 편입시키기 함이었다고 보

는 것이다. 따라서 생원시와 진사시 역시 료양성이 주된 목 이었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생원시와 진사시가 조선 기에는 성균  입학시험으로서의 기능

을 어느 정도 수행하 다고 보지만, 후기로 갈수록 양반계층이 자신들의 계층을 

유지하고 물림하기 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생원시와 진사시가 양반

의 계층 재생산을 한 도구로 작용했다고 본다. 

소과( 科)에 한 선구 인 연구자  한 사람으로 송 호를 꼽을 수 있다. 

먼  송 호(1970)의 ｢이조 생원진사시 연구(李朝 生員進士試 硏究)｣는 소과의 

반 인 면을 다루고 있는 가장 창기의 연구이다. 

송 호는 소과의 기능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정리하 다. 

1. 성균  입학 자격을 주는 시험

2. 문과 응시자격을 주는 시험

3. 하 리 임용자격 시험

4. 하 리 임용시험

5. 직의 유무에 계없이 사족(士族)으로서의 사회  지 를 공인받는 시험

송 호는 당시 사마방목(司馬榜目)에 한 분석을 통해 생원과 진사가 조선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에 해 기 인 연구를 수행했다. 송

호의 연구에서 주된 심은 소과 입격자들의 진로 분석을 통해 소과의 사회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었지 소과의 설립 과정이나 소과 과목에 한 분석은 아니

었다. 따라서 그의 연구에는 소과 입격자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출했는가에 

10) 이성무(2004), 앞의 책,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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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지만, 소과가 성립한 과정이나 설립 목 에 한 

고찰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성무도 송 호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는 막스 베버의 이론에 비

추어 조선을 능력 주로 료를 선발하는 신분  료국가로 보았다. 그리고 

료선발의 도구인 과거제도에서 소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분석하 다. 

이성무는 소과가 양반 계 이 그들의 지  세습을 가능하게 한 도구로서 기

능하 다고 보았을 뿐, 생원진사시 자체에 해서는 요하게 생각한 것 같지는 

않다. 생원진사시를 문과연구나 성균  연구 속에서 다룬 경우가 부분이기 때

문이다. 그는 생원․진사시의 사회  성격은 송 호의 의견을 따랐고, 성립과정

에 해서는 조좌호의 의견을 거의 부분 수용했다. 다만, 이성무는 조좌호의 

연구결과에서 좀 더 나아가 고려 말 주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경향의 유입에 

주목하 다. 그의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주자학의 유입으로 나타난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의 변화 속에서 소과의 변화상을 그렸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성무는 

주자학의 수용이 과거제-학교교육 두 제도에 미친 향을 유기 으로 다루었다

기보다는 두 가지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과와 소

과의 연계성이 그 게 크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소과를 비롯한 과거제도 자체를 

왕권 강화의 수단이라는 정치  성격을 지닌 제도로 바라보았다. 이는 소과가 

문과의 비시험이라고 한 자신의 서술과 모순되는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진사

시의 설립 목 을 왕권 강화와 사족(士族)층의 지배권 강화책으로 한정시켜 바

라보고 말았다. 

송 호와 이성무는 소과를 문과의 비고사로 바라보면서, 진사시도 문과의 

비고사로서의 기능이 강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조좌호와 이성무의 연구는 

소과가 왜 문과의 비고사인가를 제 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진사시가 

문과의 비고사라는 을 받아들이더라도 왜 진사시가 문과에 없는 시(詩)를 

고시과목으로 시행했는지, 그리고 소과에 입격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문과

에 응시할 수 있었는지에 해 제 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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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경(講經)-제술(製述) 논쟁과정의 결과로 보는 견해11)

조선 기 강경-제술논쟁(이하 강제논쟁)은 문과(文科)에서 시(初試)의 

장(初章)을 강경으로 할 것인가 제술로 할 것인가에 해 벌어진 논쟁이다. 강경

은 성리학의 고 인 사서오경을 고강( 講)함으로써 이해도를 평가하는 방식이

었고, 제술은 배운 것을 로 정확하게 표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었다.12)

료를 뽑는 시험인 문과는 료로서 기본 인 능력을 검증하고 인재를 선발

하는 요한 시험이며 당시 국가 최고의 권 를 가진 시험이다. 따라서 문과의 

첫 시험인 시의 장은 료로서 지녀야 할 기 이면서도 필수 인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이 강제논쟁은 성종  경국 이 완성될 때까

지 100여년에 걸친 진행되었으며, 과거를 제술로 시험하는 방법과 강경으로 시

험하는 방법 에서 무엇이 더 공정하게 운 할 수 있을 방법인가에 한 논쟁

이었다.

 조좌호(1971)의 연구는 송 호(1970)의 연구와 함께 소과에 해 반 으로 

연구한 가장 창기의 연구  하나이다.  조좌호(1971)의 ｢이조사마시고(李朝司

馬試攷)｣는 소과의 사회  성격에 주목했던 송 호와는 달리, 경국 에 명

기되어 있는 법  규정과 시험 차  시험 과목의 실제와 변화 등을 다루었

다. 조좌호는 ｢이조사마시고｣에서 생원진사시의 설립 과정과 고시과목, 고시 차 

등에 해 실록과 법 과 같은 사료를 이용해서 자세히 서술하 다. 그리고 조

선 기 문과 장의 강제논쟁을 진사시의 시행  폐지 과정과 연계하여 설명

한 최 의 연구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후 진사시를 다룬 연구물이 조좌호가 정

리한 사료의 범 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에서 상당히 요한 연구임에 

분명하다. 다만, 조좌호의 연구에는 당시 진사시에 한 찬반논지를 실록에 기록

된 그 로 서술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조좌호 본인의 생각이라 말할 수 있는 부

11) 이러한 견해를 가진 선행연구로는 조좌호(1996), 한국과거제도사연구, 서울, 범우사; 

박연호(1993), 조선 기 사 부교양에 한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박사학 논문; 

최진옥(1994), ｢조선시  생원진사시 연구: 사마방목의 분석｣, 한국학 학원 박사학

논문 등이 있다.

12) 馬越徹(1982), ｢旧韓末期にあける成均館改革とその変遷｣, 広鳥大學 大學敎育硏究セン

ター, 大學論集 第11集, 広鳥大學 大學敎育硏究センター, p,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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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 찾아보기 힘들다.

박연호는 고려 말기부터 16세기에 이르는 강제논쟁의 과정을 상세하게 고찰

하 다. 이 연구는 진사시나 소과를 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 조선의 지식인

층인 사 부(士大夫)의 형성과정을 다루고 그 의미에 해 논하 다. 이 연구는 

조선 기 문과 장의 강제 논쟁과 진사시 시행의 계를 다뤘다는 에서 의의

가 있다. 박연호는 세종 10년에 제술법이 채택된 뒤 일어난 요한 변화가 ‘진사

시의 부활’이라 말하고 있다.13) 그리고 세종 25-26년간에 다시 강경법이 채택

되면서 진사시도 재차 되었다가 단종 에 이르러 다시 설행된다면서, 진사

시가 문과 장에서 어느 시험방식이 채택되는가에 따라 시행과 폐지를 되풀이했

다고 서술하고 있다.14) 즉, 진사시 과목인 시와 부는 모두 제술(製述)에 속하기 

때문에 문과 장의 과목 변화와 진사시의 시행 여부는 서로 련이 있다고 주

장한 것이다. 

문과 장을 제술로 했을 때와 진사시가 시행했던 시기를 비교해 보면 이 주

장은 상당히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만으로 진사시 시행의 이유

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이 있다. 문과에서 제술을 시하자는 주장은 

태종 에도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컨 , 박연호의 연구에서 태종  표 인 

제술론자라 분류된 권근은 ｢권학사목(勸學事目)｣에서 과거에서 제술을 시하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진사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박연호는 당시 강제논쟁에서 주된 논지를 제기했던 인물들을 ‘강경

(講經派)’나 ‘제술 (製述派)’라는 용어를 사용해 서술했다. 그러나 세종  강제

논쟁에서 요한 역할을 했던 황 이나 허조 등과 같은 사람들의 입장은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 기 때문에 강경 나 제술 라는 용어로 분류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문과에서 강경(講經)이 시되었던 시기에도 생원시의 고시

과목은 의(義), 의(疑)와 같은 제술로 되어 있었던 과 여기에 해 어떤 논쟁

도 벌어지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사시를 시행하게 

된 이유를 강제논쟁의 결과로 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수 있다. 

13) 박연호(1993), 앞의 책, p.93. 

14) 박연호(1993), 앞의 책, pp.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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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세종  시학진흥책(詩學振 策)의 일환이라고 보는 견해15)

이 에서는 조선 기 강제논쟁이 세종 반에 들어오면서 시학(詩學)-경

학(經學) 논쟁으로 변모했다고 보고 있다. 강경과 제술 모두 경학  능력을 평가

하는 한 방식이기 때문에, 경학과는 별도로 시학을 장려하기 해 시학진흥책을 

추진했으며, 그 일환으로 진사시를 시행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시학-경학 논쟁

에서 시학의 요도가 인정되면서 진사시가 부활한 것으로 악하고 있으며, 특

히 당시 집  학사들의 학풍이 당시 과거  학교제도에 많은 향을 주었다

고 본다. 

박천규는 조선 세종 의 ‘시학진흥책(詩學振 策)’이 소과가 진사시와 생원

시의 양시(兩試) 체제로 변모하게 된 배경이라 보았다. 그는 세종 의 시학진흥

책이 시험제도와 교육제도, 문신고과제도 등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며, 진사시의 

복설은 과거제도를 통한 시학진흥책의 일환이라 서술하고 있다. 박천규는 강제

논쟁에서 말하는 강경과 제술은 모두 성리학 경서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방식

이라 정리했다. 그는 진사시나 료 평가시험의 일종이었던 춘추 월과시(春秋

仲月課試)는 모두 ‘시학(詩學)’을 장려하기 한 제도 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본래 생원시 하나로만 운 되어 온 소과제도가 진사, 생원의 두 

시험으로 시행되게 된 배경을 논한 거의 최 의 연구라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는 시학(詩學)이 과연 무엇인지에 해서는 구체 으로 제시하지 못했

다. 시학(詩學)이 사서오경을 연구하는 ‘경학(經學)’과 구분되는 학문  역인 

것처럼만 서술했을 뿐이다. 더불어 그는 ‘시학(詩學)’과 ‘경학(經學)’을 구분하면

서 ‘시학’은 성리학 이 의 한당유학(漢唐儒學)에서 강조하던 것으로, ‘경학’은 성

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이러한 은 한당유학과 성리학

을  다른 별개의 학문으로 구분해서 보는 듯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시학’이 과연 ‘경학’과 립되는 하나의 독립 인 학문 역인가에 해서도 의문

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남이가 진사시 시행 배경을 서술하는 은 기본 으로 박천규와 같다. 

15) 이러한 견해를 가진 선행연구로는, 박천규(1983), ｢세종조의 시학흥학책에 하여｣,  

동양학 13집; 심경호(1999), 한문학과 시경론, 서울, 일지사; 김남이(2004), 집
 학사의 삶과 문학 세계, 태학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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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는 조선 기의 진사시 복설과 련한 논쟁을 과거제도 정비 과정에서의 

강경-제술 논쟁이 시학․경학 논쟁으로 발 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그는 

당시 과거제도를 놓고 벌어진 강제논쟁은 시험방식의 논쟁이었을 뿐 경학 공부

가 근본이 되어야한다는 은 제술론자와 강경론자 모두 공통 인 시각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당시 집  학사들은 제술시험의 일종인 의의(義疑)만으로는 

선비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강경-제술 논

쟁이 시학-경학 논쟁으로 변모했다고 보았다. 김남이는 강제논쟁이 비록 완 한 

합의에 도달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에 한 지속 인 논의와 제도 인 보완을 

거치면서 경학을 시하는 풍조는 이미 조성된 것으로 단했다. 그는 당시 집

 학사들의 입장에 주목했는데, 그들에게 있어 문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문

장을 통해 나라의 상을 높이는 ‘문장화국(文章華國)’에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

가 경학과 시학의 균형 인 발  방안을 모색하고, 경학과 시학을 겸비한 인재

들을 통해 문화국가로서의 조선의 상을 구축하자는 데 있었다고 보았다. 김남

이는 여기서 시학의 필요성을 료가 되기 해 기본 으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라고 보고 있다. 즉, 시학과 제술능력은 모두 료로서 필요한 문장능력을 갖추

기 한 실용 인 이유에서일 뿐 인륜(人倫)을 밝  진정한 유학  지식인을 배

출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김남이의 연구는 진사시의 시행에 해 기

존의 강제논쟁에서 좀 더 구체 으로 들어가 시학과 경학논쟁의 측면을 드러냈

다는 과 당시 료들에게 있어 ‘시’를 짓는 능력이 가지는 실제 필요성을 논했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시  과거시험에서 제술과 시학을 시해야 했던 실  이유가 

국사신과의 시문수창(詩文酬唱)으로 국가의 문화  상을 높이는 것만 언 한 

그의 결론은 수 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료에게 시문수창 능력이 왜 가장 

요한 실  능력인지, 국사신과 시문으로 수창할 수 있는 능력을 왜 모든 성

균  입학생들에게 요구했는지에 해 제 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은 작시(作詩)능력을 한 경학 교육의 가치를 간과했다는 에서 한

계가 있다. 그리고 김남이 역시 시학과 경학을 립시켜 서술하고 있지만, 시학이 

과연 경학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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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은 각각 나름의 에서 진사시의 시행 목 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진사시가 학교제도와는 어떠한 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학

교제도 정비과정 속에서 진사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해서는 거의 언

하지 않고 있다. 학교제도와 진사시의 연 성은 진사시의 시행목 이 성균 에 

입학할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이라는 , 학당과 향교의 교생이 아니면 응시자격

이 없었다는 에서 반드시 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진사시와 학교제도와의 연 성을 심으로 연구문제를 

탐구해 나가려 한다. 그 이유는 국자감시와 진사시의 기본 인 시행목 이 당  

최고학부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기 때문이며, 고려의 국자감시와 조선의 

진사시의 변화과정은 당시 학교제도의 정비과정과 거의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자는 진사시의 이러한 기본 인 성격을 염두에 두고 성립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고려 말기에서 조선 기에 진사시 시

행과 련된 일련의 논쟁과 그 배경에 해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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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조 진사시의 기원

고려사(高麗史) 선거지 서문을 보면 ‘국자감시는 곧 진사시이다.(國子監試

卽進士試)’라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토 로 볼 때, 조선시  진사시는 고려의 국자

감시(國子監試)를 계승한 제도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진사시는 그 시행목 이나 

고시과목이 국자감시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고려 국자감시의 변화를 살펴보

는 일은 조선 진사시의 시행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어 유용한 작업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려시 의 사료 에서 국자감시에 한 것은 매우 빈약하다. 특히 

부시와 비교해서도 사료의 수가 기 때문에 국자감시의 성격을 제 로 이해

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고려사 선거지에 국자감시에 한 반 인 설명

이 있지만 고려 말기 국자감시의 변화과정에 해서 자세한 논의과정이 기록된 

것은 아니다. 

본 장에서는 기 국자감시의 시행모습과 시험의 성격에 해 먼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고려 말기 국자감시의 변화상을 학교제도의 변화와 본고사인 부

시의 변화까지 연계해서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고려 말 국자감시의 성격을 

악하고 국자감시의 변화가 조선의 진사시의 성립을 해명하는 데 어떠한 의미

가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1. 국자감시의 시행과 성격

고려 국자감시가 과연 어떠한 성격의 시험이었는가에 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는 국자감시를 최종고시인 부시(禮部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며 부시의 비고사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16) 두 번째는 국자감시

16) 이러한 견해를 가진 표 인 연구로는 조좌호(1996), 한국과거제도사연구, 서울, 

범우사; 허흥식((1981), 고려과거제도사연구, 서울, 일조각; 박용운(1990), 고려시  

음서제와 과거제 연구, 서울, 일지사; 최종택(1997), ｢여말선  생원・진사｣, 史學硏

究 제54호; 박찬수(2001), 고려시  교육제도사 연구, 서울, 일지사; 이성무(2004), 

한국의 과거제도, 주, 한국학술정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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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진사시의 신(前身)이며 제술업(製述業)이나 명경업(明經業)과는 별도의 시험

이고, 기본 으로는 국자감(國子監)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시험이라는 설이 있

다.17) 양 쪽의 주장을 검토하기 해서는 고려사 선거지에서 국자감시에 해 언

된 부분을 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자감(國子監) 시험은 곧 진사 시험인데 덕종(德宗)이 처음으로 시행하 다. 부

(賦)와 6운(韻)  10운시(詩)를 시험하 으며 그 후에는 이를 성균시(成均試)라

고도 하고 혹은 남성시(南省試)라고도 하 다. 문종 25년(1071)에는 6운시와 10

운시만 시험했으며 의종(毅宗) 2년(1148)에는 부와 10운 시만 시험했다. 충선왕

(忠宣王)은 이를 폐지하 고 충숙왕 4년(1317)에 와서는 구재삭시(九齋朔試)로써 

이를 신하 다. 7년에 와서는 이를 거자시(擧子試)라고 하 다.18)

의 사료는 高麗史 선거지 국자감시조(國子監試條)의 서문(序文)이다. 이

에 따르면, 국자감시는 고려 덕종(德宗) 즉 년(1016)부터 시행되었다. 국자감시

를 이르는 별칭에는 남성시(南省試), 사마시(司馬試) 등이 있었다. 국자감시가 어

떠한 과정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시험 간격이 몇 년으로 정해졌었는지에 해서

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고려사 선거지의 국자시총목

(國子試總目)을 보았을 때, 조선의 진사시처럼 정해진 간격을 두고 시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자감시는 충선왕(忠宣王) 와 공민왕(恭愍王) 

에 잠시 폐지된 것19)을 제외하고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으며, 고시과

17) 이러한 견해를 가진 표 인 연구로는 유호석(1984), ｢고려시 의 국자감시에 한 

재검토｣, 역사학보 제103집; 최 만(1996), 고려시  국자감 심 교육체제의 형성 

과정, 서울 학교 교육학과 박사학 논문; 이 효(1990), ｢고려시 의 국자감시｣,   

역사학연구 제4집, 남사학회; 김동인(1996), ｢고려 과거제도  監試 문제｣, 교
육사학연구 제6-7호, 교육사학회 등이 있다. 그러나 세세한 각론 인 부분에선 이들

의 주장은 조 씩 다르다.  

18) 高麗史 卷74 選擧2 國子監試 : 國子監試卽進士試德宗始置試以賦及六韻十韻詩厥後

或稱成均試或稱南省試 文宗二十五年 只試六韻十韻詩 毅宗二年 試以賦及十韻詩忠宣王

廢之 忠肅王四年 以九齋朔試代之 七年 稱擧子試 恭愍王十七年 王欲選通經 爲試官辛

旽欲以監察大夫孫湧爲之宦 李剛達欲以判典校寺事李茂芳權思復爲之王惡其爭乃曰 監

試所取例皆童蒙非經明行修之士無益國家 罷之 辛禑二年 復之.

19) 충선왕이 다시 왕 에 올랐던 1308년에서 1313년, 공민왕 17년(1368)에서 우왕 2년

(1376)까지 기간은 국자감시가 폐지되었던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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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도 시(詩)와 부(賦)를 주로 하 다. 종(睿宗) 이후로는 간혹 명경(明經) 부

문의 합격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매번 명경을 시험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명경 부문의 합격자의 이름과 합격자 수가 따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시

와 부 이외에 명경 부문도 따로 선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에서 알 수 있는 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로, 고려의 국자감시는 조선의 

진사시와 같은 성격을 가진 시험이라는 이며, 시와 부가 주된 고시과목이었다

는 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고사인 부시와 비교했을 때, 취사(取士)의 성

격이 강하지 않은 시험이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에 있어서는 거의 부분의 

연구자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국자감시가 부시의 비고사 다는 설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고려

사 선거지에서 국자감시를 진사시와 동일시한 까닭은 고려사가 편찬될 당시

에 진사시를 국자감시와 같다고 단했기 때문이지 오늘날에도 고려시 의 국자

감시를 조선시 의 진사시로 불러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주장한다.20) 그리

고 고려사에서 진사시라는 용어는 오히려 부시와 같은 시험이라고 보며, 고

려의 진사과가 국자감시와 같은 시험이며 진사시와 국자감시는 다른 시험이라 

보고 있다.21) 이에 한 근거로는 국자감시를 본 후에 제술업에 합격하는 사례

가 다수 발견된다는 과, 부시와 국자감시의 고시과목이 거의 같다는 을 

들고 있다.

반 로 국자감시를 국자감 입학자격시험라 보고 부시의 비고사라 보기에

는 힘들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고려사 선거지의 구조와 국자감시조 서문의 

내용을 근거로 들고 있다. 고려사 선거지의 구조를 보면 국자감시는 본고사인 

부시를 다룬 선거지 1이 아닌, 선거지 2에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를 국자감

시의 성격이 제술업이나 명경업과 다른 근거로 보고 있다. 그리고 고려사의 

편찬자가 고려의 료가 아닌 조선의 료라는 을 고려하더라도, 조선의 역사

가가 임의로 국자감시의 성격을 재단해서 배치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당

시 고려사를 편찬했던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려 과거제도에 한 이해가 

20) 허흥식(1981), 고려과거제도사연구, 서울, 일조각,  p.173.

21) 허흥식, 앞의 책,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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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학자들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國子監試

卽進士試’ 라고 기록된 고려사 국자감시조 서문의 기술이 사실에 가깝다고 보

고 있다. 

조선은 고려의 교육제도가 고려의 제도  산물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국자

감시험을 진사시라고 서술한 고려사의 구 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조선의 소과가 국의 과거제도에서는 찾기 힘든 제도라면, 비슷한 

제도가 고려시 에 이미 운 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국자감시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다른 기록은 당  최고의 학자  한 

사람인 이색(李穡)의 문집이다. 

백자과(百字科)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국가가 

문치(文治)를 일으켜 다방면으로 교양을 쌓게 하면서, 백자과라는 간편하고도 용

이한 방법으로 이끌어 제(及第)라는 화려한 을 안게 해  것은 사실이다. 

그리하여 몽매함을 깨우치고 나서 앞으로 더 많은 발 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

를 마련해 주었으니, 아, 그러고 보면 선왕(先王)이 사람을 분발시킨 그 성 한 

마음이 참으로 원 했다고 하겠다.22) 

이색의 말을 근거로 하면, 국자감시는 어린 청년들의 학구열을 진작하는 의

도를 가진 장학책(獎學策)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간단한 시험으로 은이를 모으

고, 사기를 높 다’는 언 으로 보아, 나라를 운 하는 료를 선발하는 시험으

로는 보기 힘들다. 나라의 가장 훌륭한 인재를 뽑아 료로 선발하려는 시험에 

해 ‘간단’하다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려사 선거지 2에서의 공민왕의 언 과, 선거지 1에 서술되어 있

는 공민왕 의 과거제 개 을 비교해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을 발견할 수 있

다. 그것은 바로 과거 응시자격에 한 언 인데, 공민왕 에 이르러 본고사의 

응시자격에 25세 이상만 응시하게 한 것이다.23) 그러나 국자감시에는 이러한 연

한법이 용되지 않았다. 만약, 국자감시가 부시의 비고사라면 본고사에는 

22) 牧隱文藁 卷之八 十韻詩序 : 百字科未知所從起也我國家 文治敎養多方引之以簡易

之術動之以繁華之寵所以擊蒙而俾之求益也於戲先王作人之盛心何其遠哉.

23) 高麗史 卷73 選擧1 : (恭愍王)二十年 三月 敎 自今年未滿二十五歲 毋得赴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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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이 있으나 비고사에는 나이제한이 없는, 기묘한 시험제도라는 결론이 

나온다. 본고사에서 나이제한을 두었으면 당연히 비고사에도 나이제한을 두는 

것이 상식 이다. 아니면 반 로, 애 부터 비고사에 나이제한을 두어야 본고

사에는 나이제한 규정이 필요 없을 것이다. 결국, 공민왕 의 과거제도 개 안

과의 비교를 통해 도, 국자감시의 성격은 부시의 비고사라고 보기는 힘들

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고 국자감시가 과거의 비고사라는 주장은 고려사 선거지의 구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고려사 선거지는 선거지 1과 선거지 2로 구분되어 있는데, 

선거지 1은 본고사인 부시(禮部試)를 다룬 반면, 국자감시는 선거지 2에 ‘제과

(諸科)’, ‘승보시(陞補試)’ 등과 함께 서술되어 있다. 만약, 국자감시가 부시의 

비고사라고 가정한다면 선거지 1에서 이미 부시와 그 비고사인 감시(監

試)를 설명해 놓고, 왜 비고사인 국자감시를 선거지 2로 따로 분류한 이유가 

불분명해지게 된다. 오히려 국자감시가 부시와 성격을 달리하는 시험이라고 

볼 때 타당한 분류가 될 수 있다.24) 이는 국자감시가 부시의 비고사라고 단

정하기 힘든 이유이며, 다음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신이 삼가 살펴보건 , 고려의 과거제는 비 외에(大比之外)  국자시(國子試)

를 설치하여 진사(進士)·생원(生員)·승보(升補)·십운시(十韻詩) 등의 다른 칭호가 

있었고, 성기고 잦음과 많고 음이 그 규례가 일정하지 않아서, 모두 국자시(國

子試)로 만들었습니다.25)

  자료의 언 에서 보듯, 국자감시와 승보시는 같은 성격을 지닌 시험이라 

할 수 있다. ‘大比之外’ 의 ‘大比’는 과거 본고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서 고려의 국자감시와 승보시가 본고사인 부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시험이

라는 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 듯 선행연구와 하는 자료를 종합해서 볼 때, 국자감시는 최고학부인 

24) 김동인(1996), ｢고려 과거제도  監試 문제｣, 교육사학연구 6-7집, p.11.

25) 增補文獻備  選擧  2 國子試總目 : 臣 謹按麗朝科制 大比之外 又設國子試 有進

士生員升補十韻詩之異稱 疎數多寡 其規不一 今日幷作國子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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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감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것을 목 으로 한다는 것과, 어린 학생들에게 학

문을 권장하기 한 장학(獎學)의 성격이 강한 시험이라는 을 알 수 있다. 

지 까지 국자감시의 성격에 해 다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는 조선시  진

사시의 성격을 명확하게 밝히기 함이다. 고려사 선거지에 기록되어 있는 바

와 같이, 고려의 국자감시는 조선 진사시의 기원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자감

시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이후에 시행되는 진사시의 기본  성격을 이해

하는 데 매우 요한 작업이다. 그리고 고려 말기에서 조선 기에 이르는 동안 

국자감시와 진사시의 폐지, 복설과정을 이해하기 해서도 국자감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인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2. 고려 말, 국자감시의 변화

고려 말기에 어들면서 국자감시는 폐지(廢止)와 복설(復設)을 거듭하게 된

다. 국자감시는 고려 충선왕(忠宣王) 에 처음으로 폐지되었는데 그 이유는 명

확하게 기록되지 않았다. 단지 국자감시(國子監試)를 폐지하고 구재삭시(九齋朔

試)로 신했다는 기사만 보일 뿐이다. 그리고 충숙왕(忠肅王) 에 다시 시행되

었다가 공민왕(恭愍王) 에 다시 폐지된다. 이 때도 폐지한 이유를 자세하게 언

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시기 부시와 국자감의 변화를 

검토하다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먼  고려 말기 

국자감시의 설폐(設廢)과정을 살펴본 뒤, 같은 시기에 시도되었던 과거  학교

제도의 개 과정을 살펴 으로써, 고려 말기 교육제도를 개편하는 과정 속에서 

국자감시 변화과정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국자감시는 원 간섭기 이 까지는 몇 차례 고시과목만 변경되었을 뿐 제도 

자체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국자감시는 원 간섭기에 들어서면서부터 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먼 , 충선왕 에 국자감시가 폐지되고 충숙왕 에 잠시 구

재삭시(九齋朔試)로 체된 것은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다.26) 충선왕 에 국자감

26) 高麗史 卷74 選擧2 國子監試 : …忠宣王廢之 忠肅王四年 以九齋朔試代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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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폐지된 이유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때 국자감시를 다른 시험으로 

체하려 했다는 것은 교육정책과 련하여 무언가 변화를 주려 했음을 짐작하

게 한다. 충숙왕 7년에는 구재삭시(九齋朔試)의 명칭을 거자시(擧子試로) 변경하

다. 이후 공민왕 17년에 국자감시는 다시  폐지되게 된다. 이 때 폐지된 이유

를 고려사에서는 시험  선정을 둘러싼 신돈과 이강달 간의 갈등과 국자감시

에서 선발하는 인원들은 개 어린아이들이며 경서에 밝은 선비가 아니라는 공

민왕의 주장으로 폐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27) 

어떤 한 시험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상황  조건이 있었다는 을 의

미한다. 하나는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해 그 시험이 시험으로서의 명분이나 효

용이 약화된 모습이 보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그 시험을 신할 새로운 시

험이 만들어졌거나 기존의 다른 시험이 그 시험의 역할을 신하는 경우이다. 

이 당시 고려의 상황을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보이고 있다. 

먼 , 원 간섭기에 어들면서 국자감시는 국자감의 입학자격고사로서의 역

할이 약화되었다. 당시 국자감시의 변화는 본고사인 부시의 고시과목의 변화, 

그리고 성균 의 교육과정 변화와 한 련이 있다. 고시과목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율부(律賦)나 고시(古詩)보다 형식 인 측면을 덜 강조하는 고부(古賦)와 

배율십운시(排律十韻詩)로 변화하 다는 것이고, 성균  정비과정의 측면에서는 

성균 의 상이 강화되고, 성균 을 심으로 한 학교의 계화와 과거제도와

의 연계가 강화되는 움직임 속에서 승보시의 상이 종 보다 강화되었다는 

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자감시는 상이 이 과 같지 않게 되었으며, 이는 

국자감시가 폐지와 복설을 두 번 거듭한 이유 다. 

먼 , <표-1>은 국자감시의 고시과목 변화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고려사
선거지의 국자감시조(國子監試條)와 국자시지액(國子試之額)을 참고하 으며, 기

존 연구결과를 반 하여 정리하 다. 

27) 각주 18)과 동일. 



- 20 -

<표-1> 국자감시의 고시과목  합격자 수의 변화 과정28)

의 <표-1>를 보면, 고려시  국자감시의 고시과목은 체 으로 시부(詩

賦)와 10운시(十韻詩)를 주된 고시과목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상당

기간 명경시험을 같이 시행했으나, 명경시험으로 입격한 인원 수는 공민왕 17년

을 제외하고 평균 으로 5-6명에 불과하 다는 을 감안한다면, 국자감시는 시

와 부를 주로 시험하 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에서도 특히 10운시를 자주 

시행했다는 을 알 수 있다.

국자감시에서 시행했던 시와 10운시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해서는 

재 남아있는 사료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선발한 인원의 수를 보았을 

때 시부와 명경으로 입격한 사람보다 10운시로 입격한 사람이 월등하게 많다는 

28) 高麗史 卷74 選擧2 國子試之額과 허흥식(1981)의 연구를 참조하 다.

왕 연도 과목 합격자 수

덕종원년 1016 부/6운,10운시 60명

문종25년 1071 6운,10운시 75명

의종2년 1148 부, 10운시 80명

의종15년 1161 시,부/명경 시부 83명, 명경 5명

명종원년 1171 시,부/명경
시부 13명, 10운시 76명, 명경 8

명

명종3년 1174 시,부/10운시 시부 28명, 10운시 76명

신종원년 1198 시,부/10운시/명경 시부 19명, 10운시 72명, 명경 
7명

희종3년 1208 시,부/10운시 90명

강종원년 1212 시,부/10운시/명경 시부 28명, 10운시 62명, 명경 2명

충선왕
1298,
1308-1313 폐지 구재삭시(九齋朔試)로 체

충숙왕7년 1320 고부, 10운시 80명

충목왕3년 1347 시부, 10운시 99명

공민왕14년 1365 고부, 10운시 고부(55), 10운시(41)

공민왕17 1367 폐지 승보시에서 100명 선발

우왕2년 1377 고부, 10운시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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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종 3년 이후로 10운시가 국자감시에서 제외된 이 없다는 을 감안한

다면 10운시가 국자감시에서는 가장 요한 고시과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0

운시는 그 명칭 상 각운이 10개인 시이므로 10연-20구 크기의 배율이었으며, 백

자과(百字科)라는 말에 비추어 볼 때, 한 구의 자수가 5언인 시로 보인다. 즉 오

언배율(五 排律)의 형식을 갖춘 100자의 시 던 셈인데, 비교  나이어린 사자

(士子)들의 학업을 격려한다는 취지로 설치된 과목이었다고 한다.29)

고시과목은 충숙왕(忠肅王) 7년에 국자감시의 고시과목을 고부(古賦)와 10운

시로 시험한 이후, 거의 변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賦)는 고부(古賦)로 변하 는

데, 어떠한 형식의 부인지에 해서는 자세히 언 하지는 않았다. 다만, 충목왕 

즉 년(1344)에 이르러 부시에서 기존의 부를 고부로 시험보이는 것으로 바

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30) 이 까지 부는 율부(律賦) 던 것으

로 보인다.31) 그리고 시(詩)도 충숙왕(忠肅王) 7년에 10운시만 보는 것으로 변화

한다. 이색의 十韻詩序를 보면 고려 국자감시의 시 형식이 오언육운시(五 六

韻詩)에서 오언십운시(五 十韻詩)로 변화하 으며, 오언육운시에서는 ‘육운팔각

(六韻八角)’의 규정이 있었다고 한다.32) 이로 볼 때, 충숙왕 이 에 국자감시 고

시과목으로 시행되었던 시는 10운시보다는 좀 더 어려운 정식(程式)을 요구한 

율시(律詩) 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민왕 17년을 후하여 고려의 과거제도는 큰 변화를 겪는다. 이 시기 일어

난 변화는 공민왕 17년 국자감시의 폐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 국자감의 

상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승보시(升補試)와의 연계성 강화와 연결되어 나

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고려의 국자감(國子監)은 당의 국자감 편재에 따라 6학체제를 기본으로 

하 다. 여기에는 경학을 공하는 학부만이 아니라, 율학(律學), 산학(算學), 서

29) 박연호(1993), 앞의 , p.19.

30) 增補文獻備  選擧  高麗 : 忠穆王 卽位 改定 初場試六經義四書疑 中場古賦 終場

策問.

31) 강석 (2013), ｢科賦의 형식과 문체  특징｣,  동한문학 제39집, p.52.

32) 각주 22)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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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書學)과 같이 리를 양성하는 문학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자감에

서 성균 으로 변화하면서 오경(五經)을 학습하기 이 단계에서 사서(四書)를 학

습하게 하고, 2-3개의 경 을 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서에서 오경까지 경학

의  과정을 이수하도록 규정하 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재(齋)의 운

방식도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충목왕(忠穆王) 즉  (1344)에 이제 (李

齊賢)의 상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시작되었는데, 그 상소의 내용은 당시 9세의 나

이로 왕 에 오른 충목왕의 교육에 한 것이었다. 여기서 이제 은 학, 논어, 

맹자, 용의 4서를 먼  공부한 다음에 6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

다.33) 그리고 같은 해인 충목왕 원년에 본고사인 부시 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며 당시 개정된 규정을 통해 부시의 장에 육경의와 사서의가 고시과목으

로 지정되게 된다. 이 시기 개정된 과거 고시과목의 순서는 경국 (經國大典)
에 등장하는 조선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는데, 이는 ｢사서(四書)｣의 학습이 국가차

원에서 새로운 학으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다고 할 수 있다. 충목왕 

원년의 과거제도 규정의 변화가 얼마나 철 하게 시행되었는가에 해서는 자세

히 알 수 없으나, 공민왕 6년(1357)에 리들  ｢사서｣에 능통한 자가 있으면 부

임하라는 공민왕의 지시와,34) 16년(1367)에 성균 좨주 임박의 건의에 따라 성균

에 ｢오경사서재(五經四書齋)｣를 설립하는 모습으로 보아,35) 기존의 오경만을 

경학으로 하던 기존의 교육과정이 새롭게 사서를 추가한 모습으로 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성균 에 차 으로 정착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36) 

공민왕 16년에 ｢사서｣가 새롭게 성균 의 교육과정으로 채택되는데 큰 역할

33) 高麗史 卷110 李齊賢 : 忠穆襲位進判三司事 府院君 上書都 曰 今我國王殿下以古

元子入學之年承天子明命紹祖宗重業而當前王顚覆之後可不 心翼翼以敬愼之實莫如修

德修德之要莫如嚮學 今祭酒田淑蒙已名爲師更擇賢儒二人 淑蒙講孝經語孟大學中庸以

習格物致知誠意正心之道而選衣冠子弟正直謹厚好學愛禮 十輩爲侍學左右輔  四書旣

熟六經以次講明驕奢淫佚聲色狗馬不使接于耳目習与性成德造罔覺此當務之莫急 也 

34) 高麗史 卷74 學校條 : 恭愍王元年 二月 敎曰 學校庠序風化之源國學名存實無十二徒

東西學 頹圮不修宜令葺治養育生徒其有能通一經 名以聞 

35) 高麗史 卷74 學校條 : (恭愍王)十六年 成均祭酒林樸上  請改造成均館命重營國學

于崇文館 址令中外儒官隨品出 以助其費增置生員常養一百 始分五經四書齋 

36) 박종배(2005), ｢4서 심 유학 교육과정의 성립과 그 의의｣, 한국교육사학 제27권 

2호,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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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 사람은 이색과 정몽주이다. 먼 , 이색은 공민왕 16년에 성균  겸 사성

으로 임명되어 學式을 개정하고 성균  교육에 성리학을 도입하는 데 크게 공헌

하 다. 정몽주는 이 해에 성균  교 으로 임명되었는데, 그가 강의한 ｢사서(四

書)｣의 내용과 해석은 원나라의 성리학자인 호병문(胡炳文)의 해석과 거의 차이

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 이 높았다고 한다.37) 이와 같이, 공민왕 

에 이르러 고려는 ｢사서｣가 기존의 ｢오경｣과 더불어 공식 으로 성균 의 교육

과정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한 순간에 정착된 것은 아니었다. 공양왕 원년(1389)에 

사헌 조 이 올린 상소에 어린 학생들로 하여  항상 사서오경을 읽도록 하고 사

장을 공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언 된 것으로 보아38), ｢사서｣를 심

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아직 완벽하게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목왕(忠穆王)즉 년(1345) 8월에 장에서 육경의(六經義)와 사서의(四書疑)를, 

장에서 고부(古賦)를, 종장에서 책문(策問)을 시험 치게끔 고쳤다. 9월에 장군 

곽윤정(郭允正)으로 하여  홀지(忽只)를 거느리고 과거 시험장을 엄격히 단속하

게 하 다.39)

37) 增補文獻備  學校 1 高麗條 : (恭愍王)十六年 成均祭酒林樣上  請改造成均館 

以新經兵亂也 於是命重營國學 令中外儒生官 隨品出 以助其費 增置生員 尙養一百 始

分五經四書齋 十二月 創成均館于崇文館之 址 以李穡爲兼大司成 鄭夢周爲博士 兼大

司成自穡始也 穡增置生員擇經術之士 鄭夢周․金九容․朴尙衷․朴宜中․李崇仁等 皆

以他兼敎官 先是館生不過數十 穡 夢周等更定學式 每日坐明倫 分經授業 於是學 坌

集 相 觀感程朱性理之學 始 焉 鄭夢周迎日人 襲明後也 時 經書至東方  惟朱子集

註耳 夢周講說發越超出人意 聞 頗疑 及得胡炳文四書通無不脗合 諸儒尤加歎服 李穡

亟稱之曰 夢周論理 橫說竪說 無非當理 推爲東方理學之祖 先是國俗喪祭 尙桑門法 

夢周始令士庶 倣朱子家禮立廟奉祀 又內建五部學 外設鄕校 以 儒術.

38) 高麗史 卷73 選擧1 : 恭讓王元年 十二月 大司憲趙浚等上疎曰 學校風化之源國家理

亂政治得失莫不由斯 近因兵 學校廢弛鞠爲茂草鄕愿之托儒名避軍役 至五六月 閒集童

子讀唐宋絶句至五十日乃罷 之夏課 爲守令 視之泛然曾不介意如此欲得經明行修之士

以補國家之盛理其可得乎 願自今以勤敏博學 爲敎授官分遣五道各一人周行郡縣其馬疋

供 並委鄕校主之又以外方閑居業儒 爲本官敎 令子弟常讀四書五經不許讀詞章 而敎

授官循環周行嚴立課程身自論難 其通否登名書籍誘掖奬勸以成實材 其有得人才之多

擢以不次若不能敎誨而無成効 亦 論罰.

39) 高麗史 卷73 選擧1:. 忠穆王卽位之年八月 改定 初場試六經義四書疑中場古賦終場策

問 九月 令 軍郭允正領忽只呵禁試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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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료를 보면, 학교제도의 변화와 함께 과거제 변화도 나타났으며, 당시 

본고사인 부시의 고시과목이 오경(五更)만이 아니라 사서(四書)까지도 시험과

목이 되었다는 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고려 말 과거제도의 변화가 제술업

에서는 시부에 한 시험을 차 여가고 있다는 을 의미하며, 이 과는 다

른 성격의 시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을 말해 다. 실제로 아래 <표-2>와 같

이 충목왕 이후 실시된 부시에서 장의 고시과목에 모두 사서의(四書疑)가 

포함되었다는 은 이를 증명한다. 이 시기 제술과의 고시과목의 변화를 요약해

서 나타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원 간섭기 고려 부시 고시과목의 변화40)

이 때 고시과목의 변화에 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으나, 체

로 의 <표-2>와 같다. 의 <표-2>에서 주목할 은 사서의(四書疑)가 충목

왕 원년부터 고시과목으로 정식화되었다는 이며, 우왕 2년에 잠시 공민왕 이

의 제도로 돌아간 것을 제외하고는 경의(經義)-부(賦)-책문(策問)으로 확립되

어 시행되었다는 이다. 이는 부시의 고시과목이 고려 말기에 어들면서 사

서오경을 심으로 변화하 으며, 공민왕 에 국자감이 성균 으로 개편되면서 

성균 을 정 으로 한 학교의 교육과정과 부시의 시험과목을 일치시키려 한 

조치라는 것이다. 

40) 高麗史 卷73 選擧1과 허흥식(1981)의 연구를 참조하 다. 

왕 연도 장 장 종장

충숙왕 7년 1320 논(論),책(策)  택1 경의(經義) 책문

충목왕 원년 1344 6경의, 4서의 고부 책문

공민왕 11년 1362 6경의, 4서의 부(고부) 시(시,부)

공민왕 18년 1369 6경의, 4서의 부 책

우왕 2년 1376 6경의, 4서의 부 시

우왕 12년 1386 6경의, 4서의 부 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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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왕 즉  직후 이색이 올린 상소에서도 학교와 과거를 극 으로 연계하

려는 의도가 잘 나타나고 있다. 

공민왕 4년에 진사 이색(李穡)이 상소하여 청하 다. “지방에는 향교가 있고 서

울에는 학당이 있어 그 재능을 고찰하여 12도(徒)로 올리고, 12(徒)는  모두 

모아서 고찰하여 성균 으로 올리고, 일월을 한정하여 그 덕 를 헤아려서 부

로 천거하고, 합격한 자는 리로 삼고, 합격하지 못한 자는 출신의 길을 열어주

되, 국학의 생도가 아니면 시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소서.”41)

의 상소에서 이색은 과거응시자격에 학교에서의 수학(修學)이 필수 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닌 상을 지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의 향교, 개경의 학당에

서 우수한 학생을 심사하여 12도로 올리고, 12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는 학

생을 성균 으로 승격시켜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한 사람들에게 과거응시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학교교육과 과거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성균 의 상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과거제도와 하게 연계함으로써 

성균 의 교육과정을 체계 으로 운 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충숙왕, 

공민왕 의 교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충숙왕 12년(1325)에 敎하기를 “학교는 풍속을 바로잡고 인민을 교화하는 근원이

므로 특별히 장려하여 인재의 등용을 비할 것이다” 하 다.42)

공민왕 원년(1353) 2월에 敎하기를 “학교는 풍속을 바로 잡고 인민을 교화하는 

근원인데 국학이 유명무실하고 12도와 동서 학당이 헐고 무 졌으나 수리하지 

않고 있으니 마땅히 이를 수리하고 생도들을 양성할 것이며 한 가지 경서에라도 

능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명부를 작성하여 올릴 것이다.”43)

41) 增補文獻備  學校 1 高麗條 : (恭愍王)四年進士李穡上疏請 外而鄕校內而學  

其才而陞諸十二徒 十二徒又摠而 之陞之成均 限以日月 程其德藝 貢之禮部 中 官 

不中 給出身之階 非國學生不得 試

42) 高麗史 卷74 選擧2 國學 : 忠肅王十二年 敎曰 學校風化之源嚴加勸勵以備擢用.

43) 高麗史 卷74 選擧2 國學 : 恭愍王元年 二月 敎曰 學校庠序風化之源國學名存實無十

二徒東西學 頹圮不修宜令葺治養育生徒其有能通一經 名以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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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의 상소와 충숙왕, 공민왕 의 학교에 한 고려사의 기록을 살펴보

면, 이 시기에 이르러 취사과정을 성균 을 비롯한 학교에 기반을 두고 운 하

려는 의식이 확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려 말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다른 상은 승보시

(陞補試)의 상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승보시는 고려사에 조선 생원시의 기

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시부(詩賦)와 경의(經義)를 고시과목으로 하던 시험이

었다44). 승보시는 실시한 시기 간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고 입격자의 

수가 정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자감에 결원이 있을 시 충원을 

담당한 시험으로 보인다.45) 그리고 조선 속육 (續六典)에 승보시에 해 규정

한 부분을 보면 성균 에 결원(缺員)이 있을 시, 학당에서 우수한 자를 성균 으

로 올리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도 보아, 고려의 승보시 역시 국자감에 결원이 있

을 때, 추가 으로 보았던 시험으로 추정된다.46)

승보시의 시행연도를 살펴보면 고려 기, 원 간섭기 이 에는 국자감시가 

시행되지 않던 해에 승보시가 시행되었으나, 원 간섭기에 들어오면서 그 시행횟

수와 선발인원이 증가함과 동시에 승보시의 시행연도가 국자감시와 같은 해로 

조정되기 시작했다. 

44) 高麗史 卷74 選擧2 升補試 : 升補試 卽生員試 毅宗元年 始置試以詩賦經義取任裕公

等五十五...( 략).

45) 박천규(1983), ｢세종조의 시학흥학책에 하여｣, 동양학제13집, p.132.

46) 문종실록 1년 4월 25일(계사) : 議政府據禮曹呈, 啓: “《續六典》云: ‘八歲以上, 皆

赴學 , 敎之以《 學》之道, 十五以上, 學之功, 已成就 , 禮曹一員, 成均館員, 同

詣學 , 講所讀書三處, 通 立簿, 升于成均, 敎之以《大學》之道, 如有闕, 則依上 例

升補。’ 今中文科漢城試、鄕試諸生, 皆講四書、三經, 其才已成, 請自今欲赴成均 , 除

講, 入學.”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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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승보시 시행연도와 입격자 수47)

<표-3>을 보면, 충숙왕 7년 이후로는 승보시가 부분 국자감시가 시행되고 

2달 후에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충숙왕 이 의 승보시가 모두 국자감시와는 

시기 으로 무 한 때에 시행되었음을 감안하면,48) 국자감시와 승보시를 같은 

해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행한 것은 상당한 변화라 해석할 수 있다. 한, 공

민왕 이 에는 입격자 수가 10여명에서 150명까지 불규칙한 모습을 보 으나, 

공민왕 즉  이후로는 입격자가 100여명 안 으로 정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승보시가 국자감에 결원이 있을 때 시행하던 비정규시험에서, 정기 인 국

47) 高麗史 卷74 選擧2 升補試와 송 호(1970)의 연구를 참조하여 작성하 다.

48) 승보시는 의종 원년(1147)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충숙왕 7년(1320) 이 까지 

시행된 횟수는 19회에 불과했으며(같은 기간 국자감시 시행횟수는 84회), 국자감시와 

같은 해에 시행된 경우는 5회(1147년, 1172년, 1202년, 1286년, 1301년)에 불과했다. 

승보시 선발인원 수 국자감시 선발인원 수

충렬왕 27년 7월(1301) 최응 등 150명

충숙왕 7년(1320) 미상 동년 8월

충목왕 원년 5월(1346) 이천기 등 19명 동년 某月

충정왕 2년 5월(1351) 미상

공민왕 2년(1354) 6월 50명 동년 4월

공민왕 10년(1362) 10월 8명

공민왕 11년(1363) 11월 정천익 등 5명 동년 9월 101명

공민왕 17년(1367) 8월 백  등 37명
국자감시 폐지

공민왕 23년(1373) 4월 이취 등 100명

우왕 3년(1378) 5월 미상 동년 3월 99명

우왕 6년(1381) 6월 110명 동년 5월 99명

우왕 8년(1383) 5월 정구진 등 100명 동년 4월 99명

우왕 9년(1384) 4월 왕비 등 109명 동년 4월 99명, 명경6명

우왕 11년(1386) 5월 최견 등 60명 동년 4월 99명

공양왕 4년(1392) 5월 허  등 120명 동년 3월 9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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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감 입학시험으로 자격을 갖추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국자감

시와 승보시를 한 해에 같이 시행하는 것 역시 조선의 진사시와 생원시를 시행

하는 과정과 같은데, 이를 통해 조선의 소과제도가 고려 말기에 이미 그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공민왕 16년 성균좨주(成均祭酒)인 임박의 상언으로 성균 을 다시 

짓고 5경4서재(五經四書齋)를 두고 항상 100명의 생원을 양성하게 하 다.49) 실

제로 승보시의 경우 의종(毅宗) 12년, 충목왕(忠穆王) 원년에 19인, 그리고 공민

왕(恭愍王) 10년과 11년에 8명, 5명을 선발한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으로 40여

명을 선발하 는데, 공민왕 17년 이후로는 입격자가 폭 늘어나서 략 100여

명을 선발하게 된다. 그리고 늘어난 생원의 숫자와 더불어 김구용, 정몽주, 박상

충, 박의 , 이숭인 등이 학 을 겸하도록 하 다.50) 이들은 모두 당  최고로 

인정받는 성리학자들이었다. 정몽주와 김구용 등이 성균 의 학 으로 임명된 

일은 성균 의 교육과정이 변화를 단 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승

보시의 고시과목이던 경의(經義)가 의의(疑義)로 변하 는데, 시  맥락으로 

보아 략 이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51)  

승보시에 한 이러한 조치는 공민왕 17년 국자감시 폐지와 더불어 승보시의 

상을 높이려고 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자감시가 공민왕 17년

에 폐지되고 우왕 2년에 복설되는데, 그 기간 동안 유일하게 시행된 성균  입

학자격시험이라는 과, 이 시기 이 보다 합격자 수가 크게 늘었다는 은 승

보시가 이 보다 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한다. 국자감시의 폐지와 승보시의 

시행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승보시의 고시과목이 시, 부 뿐만 아니라 

경의 으며 고려 말기에는 의의 다는 에 있는데, 국자감시와는 달리 경의를 

고시과목으로 하는 승보시가 단독으로 성균  입학시험이었다는 은 오경 주

49) 高麗史 卷74 選擧2 : 十六年 成均祭酒林樸上  請改造成均館命重營國學于崇文館

址令中外儒官隨品出 以助其費增置生員常養一百 始分五經四書齋 

50) 高麗史節要 卷28, 恭愍王 16년 5월 : 命重營國學，令中外儒官，隨品出 ，以助其

費，又以判開城府事李穡，兼大司成，增置生員，又擇經術之士金九容，鄭夢周，朴尙

衷，朴宜中，李崇仁等，皆兼學官.

51) 박용운(2012), 高麗史 選擧志 譯註, 경인문화사.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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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과정에서 사서 주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상징하는 하나의 시라 

할 수 있다. 

공민왕 의 이러한 일련의 개 은 우왕 2년에 다시 이 의 제도로 되돌아갔

으나,52) 오래지 않아 다시 공민왕 의 제도로 되돌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

다.53) 특히 화도회군으로 우왕(禑王)이 폐 되고 창왕(昌王)이 즉 하면서 일

체의 과거제도를 공민왕 18년 때로 되돌렸는데, 고시과목과 과거삼층법 역시 이 

때 다시 시행되었을 것이다. 특히 창왕 즉 년의 교서를 보면 지방의 향교에 각

각 과거 응시자 수를 배정하고 이를 제 로 채우지 못하면 수령에게 그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는데,54) 이는 공민왕 의 개 한 과거제도의 내용을 좀 더 강력

하게 추진하고자 했던 시도로 보인다.

 고려 말기의 국자감시의 두 번에 걸친 폐지와 복설, 고시과목의 변화는 당

시 국자감과 과거제도의 반 인 변화와 연 되어 나타났다. 국자감에서 성균

으로의 변화, 최고학부인 성균 의 교육과정 변화, 승보시의 역할 강화 등이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상은 과거제도의 변화와 학교제도와

의 연계성 강화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국자감시는 최고학부 입학자격시험으로서

의 상이  약화되어 갔던 것이다. 

국자감시가 복설된 후, 국자감시와 승보시의 이원화된 국자감 입학고사 체제

는 생원시와 진사시로 이원화된 조선의 소과로 이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는 조선의 진사시를 비롯한 소과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났

다기보다는 고려 시 부터 내려온 통과 새롭게 유입된 제도가 진 으로 발

한 제도  산물이라는 을 드러낸다. 

52) 高麗史 卷73 選擧1 : 辛禑二年 五月 政 文學洪仲宣革林樸所建 策取士之法復以詩

賦取士罷鄕試 試殿試議 非之

53) 高麗史 卷73 選擧1 : 辛禑五年 正月 諫官上  玄陵崇信經學養士取人近年以來詩賦

取士 尙詞章經學漸廢 今後一遵玄陵. 己酉 年科擧之法. 十二年 五月 李穡知貢擧復用

策問嚴立禁防擧子年未滿二十不許赴擧. 

54) 高麗史 卷73 選擧1 : 辛昌敎 科擧之法一依. 己酉 年之規以時擧行州縣之學貢士不充

額數 罪及守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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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  진사시 시행 논의와 진사시의 성립

본 장에서는 조선 기 태조(太祖)부터 단종(端宗)  까지 진사시 시행에 

한 논쟁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시기를 경국 (經國大典)이 완성된 성종 가 

아니라 단종  까지 한정지은 이유는 문종  ｢진사시취조건(進士試取條件)｣으

로 진사시 시행이 확정된 후 처음으로 시행된 시기가 단종 이며, 이후에는 시

행 자체에 한 논쟁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사시취조건｣으로 확

립된 진사시 시행규정은 경국 에 부분 반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

사시는 단종 에 제도 으로 정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시기는 셋으로 나  수 있다. 먼 , 태조(太祖)에서 태종(太宗) 에 이르는 

시기에는 진사시가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았으며, 진사시를 시행을 주장한 사례

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태종 에 들어오면서, 기존 교육정책에 한 방향

환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표 인 사례로 권근이 제안한 ｢권학사목(勸學事目)｣

을 들 수 있다. ｢권학사목｣은 이후 세종  학교제도의 정비와 과거제도의 변화

에 상당한 향을 주었다는 에서 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세종(世宗) 재 기간인데, 이 시기에 진사시 시행여부를 놓고 가장 활발한 논쟁

이 벌어졌다. 특히 세종 10년 이후에 진사시 시행이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는

데, 이 논쟁과정을 통해 진사시 시행의 목 과 배경에 해 상당 부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는 문종(文宗)에서 단종(端宗)에 이르는 시기이다. 세종 26년에 다

시 폐지되었던 진사시는 문종 에 이르러 ｢진사시취조건｣이 제정되고 단종  

다시 시행하게 된다. 이 ｢진사시취조건｣은 경국 에 명문화된 진사시 규정

과 가장 직 으로 련이 있다는 에서 요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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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조 - 태종 연간의 진사시 : 생원시로의 일원화

1) 태조-정종 연간

조선 건국(1392)부터 태종(1418) 연간에는 고려 말기 추진되었던 교육정책이 

정비되던 시기이다. 이 시기 소과에 련한 정책은 진사시의 폐지와 생원시로의 

일원화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진사시와 련해서는 태조의 즉 교서에서 폐지

를 천명했고, 태종 에 실제로 폐지된 것 이외에는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는 않

는다. 그러나 동시에 태종 에는 건국 이후 시행되고 있던 과거제도와 학교제

도에 한 문제 이 제기되기 시작하 으며, 이는 이후 강제논쟁(講製論爭)의 진

행과 더불어 세종  진사시 논쟁의 단 를 제시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소과정책에 해 알 수 있는 가장 표 인 사료로는 태

조의 즉 교서와 태종  권근의 ｢권학사목(勸學事目)｣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

서는  두 사료를 심으로 서술하려 한다. 

소과는 고려 말기에 이미 체 인 윤곽이 드러나 있었다. 조선 의 소과제

도의 모습은 고려 말기 공민왕 의 개 내용을 크게 벗어나는 수 은 아니었으

며, 고려 공양왕(恭讓王) 에 시행되고 있었다.55) 

성균 의 상 강화와 과거제도와 학교제도의 연계성 강화는 조선 건국 이후

에도 지속되었는데, 국자감시를 폐지한 것도 이러한 교육정책의 방향 속에서 시

행된 조치 다. 이는 아래 태조의 건국조서를 보면 알 수 있다. 

… 문과(文科)와 무과(武科)는 어느 것 하나 폐할 수 없으니 국학(國學)과 향교

(鄕校)의 생도를 증원하고 잘 교육해 인재를 육성한다. 과거는 본래 국가를 해 

55) 高麗史 卷73 選擧1 :. 恭讓王元年 十二月 大司憲趙浚等上疎曰 學校風化之源國家理

亂政治得失莫不由斯 近因兵 學校廢弛鞠爲茂草鄕愿之托儒名避軍役 至五六月 閒集童

子讀唐宋絶句至五十日乃罷 之夏課 爲守令 視之泛然曾不介意如此欲得經明行修之士

以補國家之盛理其可得乎 願自今以勤敏博學 爲敎授官分遣五道各一人周行郡縣其馬疋

供 並委鄕校主之又以外方閑居業儒 爲本官敎 令子弟常讀四書五經不許讀詞章 而敎

授官循環周行嚴立課程身自論難 其通否登名書籍誘掖奬勸以成實材 其有得人才之多

擢以不次若不能敎誨而無成効 亦 論罰 二年 二月 置京中五部及西北面府州儒學敎授

官三年 正月 各道牧府亦置之 六月 金瞻等上疎 請元子及宗室子弟入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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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선발하는 제도인데, 좌주(座主)니 문생(門生)이니 하여 공 인 선발을 사

인 은혜로 변질시키는 것은 제도를 만든 본래의 뜻과 크게 어 난다. 이제부

터는 앙에는 성균정록소(成均正 所), 지방에서는 각 도의 안렴사(按廉使)가 

학교의 학생으로서 경명행수(經明行修)한 사람을 가려, 연령·본 (本貫)·삼 (三

代)와 경서(經書)에 통하는 바를 잘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 의 장이소(長貳所)로 

올려 보내도록 한다. 장이소는 경서를 시강(試講)하되 통감(通鑑)부터 사서(四書) 

오경(五經)까지 이해한 경서의 다소(多 )와 이해의 정도를 가지고 성 을 평가

해 제 1장으로 삼는다. 제 1장에 입격한 자를 조에 보내면, 조는 표(表), 장

주(章奏), 고부(古賦)를 시험하여 장(中場)으로 삼고, 책문(策問)을 시험하여 종

장(終章)으로 삼는다. 그리고 삼장(三場)의 성 을 합하여 입격자 33인을 이조에 

보내면, 이조는 재주를 헤아려 선발해 임용한다. 감시(監試)는 폐지할 것이다.  

강무(講武)하는 법은 주장(主掌)한 훈련 (訓鍊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武經七

書)》와 사어( 御)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의 많고 은 것과 기술

의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그 높고 낮은 등 을 정하여, 입격(入格)한 사람 33명

을 출신패(出身牌)를 주고, 명단을 병조(兵曹)로 보내어 탁용(擢用)에 비하게 

할 것이다.56)

 태조의 즉 교서에서 조선의 새로운 과거제도는 고려 말 과거제도의 변화

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먼  공양왕 에 설치한 무과(武科)가 계속 

유지되었으며, 수도의 국학(國學)과 지방의 향교(鄕校)는 시와 부의 학습보다는 

경학(經學)에 한 학습이 시되었다. 그리고 지방의 학교와 국학인 성균 (成

均館) 사이의 계를 분명하게 설정함으로써, 성균 의 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과거제도와 학교제도의 연계가 강화하려 했다는 도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바로 이때 ‘감시(監試)’의 폐지가 언 된다. 감시(監試)는 국자감시의 

임말로 조선 건국과 함께 고려의 국자감시를 폐지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56) 태조실록 1년 7월 28일(정미) : 一, 文武兩科, 不可偏廢. 內而國學, 外而鄕校, 增置

生徒, 敦加講勸, 養育人才. 其科擧之法, 本以爲國取人, 其稱座主門生, 以公擧爲私恩, 甚

非立法之意. 今後內而成均正 所, 外而各道按廉使, 擇其在學經明行修 , 開具年貫三代

及所通經書, 登于成均館長貳所, 試講所通經書, 自四書五經《通鑑》已上通 , 以其通經

多 , 見理精粗, 第其高下爲第一場; 入格 , 于禮曹, 禮曹試表章古賦爲中場; 試策問

爲終場, 通三場相 入格 三十三人, 于吏曹, 量才擢用, 監試革去. 其講武之法, 主掌

訓鍊觀, 以時講習武經七書及 御之藝, 以其通經多  藝能精粗, 第其高下, 入格 三十

三人, 依文科例, 給出身牌, 以名 于兵曹, 以備擢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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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고려 말부터 진행되었던 과거제도의 개 의 방향은 과거응시자격을 향교나 

학당, 성균 에 학생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지음으로써 학교제도와 과거제도

의 연계성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조선 태조의 즉 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를 들어, 수도인 한양에서는 성균정록소(成均正 所), 지방에서

는 안렴사(按廉使)가 그 지역의 학교에서 경의(經義)에 밝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선발해서 성균 으로 올린다. 그리고 이들을 상으로 2차시험인 복시(覆試)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 인 방침이었다. 복시(覆試)의 고시과목과 그 순서를 보면, 

장(初章)에서는 통달한 경서의 많고 은 것과 알아낸 사리의 정 하고 소략

한 것으로써 그 등 을 정하며, 조에서 표문, 장주, 고부를 시험하여 장(中

章)으로 하고, 책문을 시험하여 종장(終章)으로 하 다. 장에서 강경이 시행되

었는다는 것은 성리학 경서에 한 이해가 과거시험에서 가장 요한 선발의 척

도(尺度)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는 문과의 고시과목에서 탈락하게 되

었고, 진사시도 성균 의 입학시험으로서의 그 존재이유가 약해졌던 것이다.  

즉 교서에서 진사시의 폐지가 언 되었음에도 진사시가 완 히 폐지된 것은 

아니었다. 태조 2년에 진사시를 통해 일부 선비를 선발한 것은 기존 고려의 제도

에 따라 진사시를 비한 사람들을 배려한 한시  조치로 짐작된다.57) 이후 태조 

4년(1395)에 조에서 과거식을 상정하면서 진사시는 폐지되었으나,58) 정종 원년

(1399)에는 다시 생원시와 진사시가 같이 시행되었다.59) 실제로 진사시가 완 히 

폐지된 것은 태종 원년(1401) 시행된 증 시에서 생원시만을 거행하면서부터이

다.60) 이후 진사시는 세종 20년(1438)년까지 완 히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는다. 

생원시의 고시과목은 경서의 의의(義疑) 으며, 총 100명을 선발하 다. 시험

방식은 고려 때와 동일하게 시행되었으며61) 폐지와 설치를 거듭한 진사시와는 

57) 윤한성(2013), ｢조선건국기 교육정책에 나타난 정도 의 교육활동｣, 교육사학연구
제23집 1호, p.56

58) 태조실록 4년 12월 7일(병신) : 禮曹詳定科擧式. 始以講經書爲初場, 罷進士爲生員

試. 上從之.

59) 增補文獻備  卷186 選擧 3 : 定宗元年 設科有乙丙等科 倂設生員進士試

60) 增補文獻備  卷186 選擧 3, : 太宗元年以卽阼稱慶設增廣試 只擧生員試.

61) 태조실록 5년 5월 6일(임술) : 壬戌/禮曹申請: “生員試, 自今試疑義各一道, 取一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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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조선조에서 생원시에 한 설폐(設廢)논쟁은 등장하지 않는다. 

2) 태종 연간

태종 의 소과는 기존 정책을 그 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태종 

즉 년에 진사시는 완 히 폐지되었으며 생원시만 시행되었다.62) 그러나 태종 

는 진사시를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은 없지만, 세종 의 진사시 시행

논쟁의 단 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 시작은 태종 7년(1407)에 권근이 제시

한 ｢권학사목(勸學事目)｣인데, 권근은 여기서 기존의 교육정책에 해 비 함과 

동시에 고려 때의 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기존제도의 보완을 꾀하 다. 그러나 

권근의 ｢권학사목(勸學事目)｣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었다. 태종 4년에 사간원

이 올린 상소와 그에 한 의정부의 논의를 보면, 이미 태종 기부터 기존 태

조  시행했던 과거제도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정부에서 의논하 다.

 “감시(監試)는 학(初學)의 무리를 권장하기 한 것이므로, 고려에서는 십운시

(十韻詩)로 시험하 고, 동당(東 )에서 일경(一經)에 통달한 자에게 부시(赴試)

하는 것을 허락하 습니다. 지  만약 삼경(三經)에 능통한 자에게만 감시에 나

가는 것을 허락한다면, 이는 학문을 권장하는 뜻에 어 날 뿐만 아니라, 문무 자

제(文武子弟)도 모두 문과(文科)의 어려운 것을 꺼려, 을 읽고 부시(赴試)할 자

는 드물어질 것입니다. 부시(赴試)하여 성명(姓名)을 기록할 때에는 부형(父兄)이

나 친척이나 친우로 하여  그 실제 덕행(德行)을 기록하여 유사(有司)에 보고하

게 하고, 뒤에 만약 범죄를 지른 바가 있어 보거(保擧)한 자도 같이 벌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문과(文科)를 견디지 못하여, 장차 문학(文學)을 폐 (廢絶)하게 

만들 것입니다. 비록 재주와 학문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더라도 경박하고 근신

하지 아니하는 무리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기(性氣)가 가볍고 쾌활

한 자가 학문을 능히 통(通)해도, 미치고 고집스러운 선비를 성문(聖門)에서 취

하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다 함께 아는 바 경박하고 근신하지 않는 자라면 배

人, 依前朝進士例, 簾前放榜, 三日成行, 以勸後生向學之心. 其貢生, 令成均正 所講四

書業經, 方許記名赴試.” 上許之.

62) 增補文獻備  卷186 選擧 3 : 太宗元年以卽阼稱慶設增廣試 只擧生員試. 增廣始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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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할 수 있으나, 그 재주를 시기하는 무리가 문학(文學)에 능히 통하는 자를 경

박하다고 일컫고 배척한다면, 장차 자(賢 )를 상실하고 재사(才士)를 폐색(蔽

塞)하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목 

외에는 아울러 신문(申聞)한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63)

의 자료는 사간원(司諫院)의 상소에 한 의정부의 답변이다. 이 때 사간원

이 올린 상소를 보면, ‘삼경(三經)에 능통한 자에게 감시(監試)에 응시하도록 하

자’고 하고 있는데,64) 이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생원시의 응시기 을 좀 더 어

렵게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해 의정부가 감시(監試), 즉 생원시가 학문을 권

장하는 뜻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무나 어렵게 운 되고 있다고 지

하고 있다. 삼경(三經)에 능통한 자만 생원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학에 능한 자들은 응시할 수 없게 하는 결과를 래하기 때문에 인재등용의 

폭을 좁게 하는 결과를 래한다고 보고 있다.

의정부의 답변은 기존 태조 의 즉 교서에서 제시된 교육정책의 방향과는 

다른 의견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여기서 진사시를 제의한 것은 아니지만, 생원시

에서 문  능력을 제외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63) 태종실록 4년 8월 20일(기축) : …議政府議: “監試所以勸初學之輩, 前朝試以十韻詩, 

其於東 通一經 , 許令赴試. 今若 通三經 , 許赴監試, 非唯違於勸學之意, 文武子弟, 

亦皆憚於文科之難, 而讀書赴試 鮮矣. 其赴試記名時, 令父兄親戚朋友, 其實德, 告于

有司後, 若有犯, 幷罪擧 , 則人皆不堪於文科, 而 使文學廢絶矣。 其輕薄不謹之輩, 雖

才學出衆, 屛斥不納, 則大抵性氣輕快 , 能通學問; 狂狷之士, 聖門所取. 若人所共知輕

薄不謹 , 在所屛斥, 其妬才之徒, 以能通文學 , 稱爲輕薄而屛斥之, 至於失賢蔽才, 

其弊不 . 此三條外, 竝如所申何如?”…

64) 상동 : …司諫院疏: 一, 五部敎授官, 擇除通經醇謹之士以敎養之。 其生徒之能通《孝

經》,《 學》, 四書《文公家禮》 , 升之 學, 令成均正 所, 敦加敎養; 其通三經已上, 

孝悌謹厚, 許赴監試, 升于成均; 擇其能通五經,《通鑑》而德行著聞 , 方許赴試; 其輕薄

不謹之輩, 雖才學出衆, 屛斥不納. 於其姓名記 之際, 必令其父兄親戚朋友, 其實德, 

告于有司, 有司以其中試 德行、保擧人職名, 于憲司, 憲司籍記而藏, 異日中試之徒, 

如有犯不謹之罪 , 幷坐保擧之人, 永爲恒式. 外而州縣鄕校, 亦擇通經 成之士, 以充敎

授, 令守令 其勤怠. 守令以爲餘事, 而不加敦養 , 監司隨卽譴責. 其守令褒貶之際, 生

徒成材, 有無多 , 竝載守令名下; 其赴監試、鄕試 , 一遵上 條式. 昔漢明帝臨雍拜 , 

唐太宗親詣國學, 躬行率下, 崇尙學校. 期門羽林之士, 率皆讀書, 高昌吐蕃之長, 遣子入

學, 儒風丕變, 士習鼎新, 以成永平、貞觀之治. 今殿下機政之暇, 一二儒臣孜孜講論, 

未嘗 弛, 或至夜分, 其好學 道之美, 誠無愧於前代矣. 願親詣國學, 迎禮 儒, 講明道

義, 則庶乎中外人民, 觀瞻感慕, 靡然趨向, 成德達才之士, 蔚然見用於世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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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근은 태종 7년(1407)에 제시한 ｢권학사목(勸學事目)｣을 통해 의정부의 논의

내용을 좀 더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먼

 과거제도에 한 개선안, 문신고과에 한 개선안, 그리고 학교에 한 개선

안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먼  과거제도에 한 개선안부터 살펴보려 한다.

 

1. 문과(文科) 장(初場)에 의의(疑義)를 없애고 강론(講論)을 시험하 으니, 이

는 사장(詞章)을 도습(蹈襲)하는 폐단을 억제하고, 경학을 궁리하는 실학(實學)의 

선비를 얻고자 하는 것이니 참으로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행한 지 

벌써 몇 차례가 되었으나, 그 동안 경학(經學)에 뛰어난 인재는 나오지 않고, 도

리어 문재(文才)와 기습(氣習)만 하되었습니다. 신은 항상 그 게 된 까닭을 

괴이하게 여겨서 이를 헤아려 보았습니다. 을 짓는 것은 기(氣)를 주로 하

고, 기를 기르는 것은 뜻(志)을 근본으로 삼으니, 뜻이 넓으면 기가 웅 해지고, 

뜻이 좁으면 기가 용렬해지는 것은 당연한 형세라 할 것입니다. 지  배우는 자

들을 보면 시 의 질문에 답할 목 으로 경 을 공부하니, 그 뜻이 구두(句讀)와 

훈고(訓詁)에 국한되어 단지 외우는 것에만 힘쓸 뿐, 그 뜻과 이치의 심오함과 

문장의 법에는 힘을 쓸 여가가 없습니다.  한 마디라도 맞지 아니하여 척출(斥

黜)을 당하면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고, 한 그것을 꺼려하여 그 기가 먼  꺾이

니, 이것이 곧 문장과 기습이 모두 하되고 좀스러워지는 이유입니다. 바라옵건

, 지 부터 강론을 없애고 의의를 부활시켜 경의(經義) 한 문제와 사서의(四書

疑) 한 문제를 시험하되, 모두 조(前朝)의 구식( 式)에 의하여 하십시오. 그 

오경의(五經義) 한 문제는 오경에서 각각 출제하지 말고, 사서의와 같이 한 경서

에서만 출제하거나 다른 경서를 병합하여 히 문제를 냄으로써, 어떤 경의가 

출제될지 상하지 못하게 하면, 응시자들이 모두 오경에 통달하여 심지가 넓어

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폭넓은 독서를 할 것이며, 사기(辭氣)가 풍부해지고 문재

가 진작하여 피어날 것입니다.65)

2. 장(中場)의 고부(古賦)는 학(初學)의 선비가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실

65) 태종실록 7년 3월 24일(무인) : 一, 文科初場, 罷疑義試講論, 是抑詞章蹈襲之弊, 務

得窮經實學之士, 誠爲令典. 然行此法, 今已數科, 未有經學傑然之才, 出於其間, 而其文

才氣習, 反爲猥瑣. 臣常怪其然而思忖之, 爲文以氣爲主, 養氣以志爲本, 志廣則氣雄, 志

隘則氣劣, 勢當然也. 今之學 欲求經旨, 以待有司之問, 其志先局於句讀訓詁之間, 務

記誦, 取辦於口, 其於義理之蘊, 文章之法, 有不暇致力焉. 又恐一 不中, 以見斥黜, 羞赧

畏憚, 其氣先挫, 此乃文章氣習靡然猥瑣之由也. 乞自今罷講論, 復試疑義, 但業經義一道 

四書疑一道, 竝依前朝 式; 其五經疑一道, 不許諸經各出, 宜如四書疑例, 或單擧一經, 

或幷合他經, 隨宜設問, 不使先知出何經疑, 則可使赴試 皆通五經, 而心志寬廣, 優游博

覽, 辭氣增廣, 而文才振發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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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쓸 데도 없으니, 익히지 않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바라옵건 , 고부

를 없애고 논(論), 표(表) 각 한 문제와 判 한 문제를 시험하도록 해 주십시오.66) 

권근의 ｢권학사목(勸學事目)｣에 진사시 시행을 요구한 조항은 없다. 그러나 

권근이 ｢권학사목｣에서 주장한 당시 교육제도에 한 개선안은 조선이 건국 이

래 지속 으로 추진해 온 교육정책의 방향을 재고하게 했다. 이는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과거제도와 학교교육에서 강경 뿐 아니라 사

장의 요성을 주장했다는 이다. 권근은 당시 강경 주의 고시제도가 경학에 

밝은 선비를 선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행과

정에서 구두와 훈고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을 비 하며 제술인 의의

를 시행하자고 주장하 다. 사서의(四書疑)와 오경의(五經義)는 이미 생원시의 

고시과목으로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권근은 문과의 의의(疑義) 수 을 생원시

보다 더 어렵게 하자고 주장했다. 생원시의 경우 사서의와 오경의 1편 씩, 총 2

편을 서술하는 것이었는데, 권근은 오경의 경우도 사서와 마찬가지로 의(疑)로 

지어 시험하기를 주장했다. 이는 생원시보다 훨씬 난이도가 어려운 것으로 훗날 

세종 에도 그 자체가 어렵다고 지 될 정도 다.67) 권근이 말한 제술(製述)의 

필요성은 어디까지나 경학(經學)에 밝은 사람을 선발하기 함이었다. 그는 강경

(講經)보다는 의의(疑義)와 같은 제술이 경학수 이 높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라 여겼던 것이다. 이는 이른바 강경을 통해서만 경학에 우수한 인

재(經明行修之士)를 얻을 수 있다고 여겼던 기존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었다. 

1. 시장(詩章)으로 창화(唱和)하는 것은 유자(儒子)의 말기(末技)입니다만, 한 

인재의 성쇠(盛衰)와 계가 있으므로 쉽게 폐할 수 없습니다. 한 시를 읊는 

가운데 성정(性情)이 감발(感發)하여 흥기( 起)하는 바가 있으니, 곧 에 

악(典 )이 주자(胄子)를 노래로 가르친 것도 그래서입니다. 조(前朝)에는 앙

66) 상동 :  一, 中場古賦, 初學之士所不能作, 且無實用, 雖不肄習可也. 乞罷古賦, 試以論

表各一道及判一道.

67) 세종실록 11년 5월 29일(갑술) : 受常參, 輪 , 經筵. 上 侍講官等曰: “諸生皆模倣

抄集製述, 故今視學所取, 罕有佳作. 予嘗欲數視學取士, 自後不復行乎? 若欲取人, 何

術以試之?” 左代 許誠、副提學鄭麟趾等 曰: “不時幸學, 或講經 或製述試取 爲可.” 

上曰: “予欲以五經疑出題, 何如?” 麟趾曰: “出題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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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재(九齋)가 있고, 지방에는 도회(都 )가 있어서, 매년 여름에 시를 짓는 것

을 과업으로 하고 동당감시(東 監試)에도 한 시로 시험하 는데, 지 은 모두 

없애고 오로지 경술(經術)만을 힘쓰게 하니 끝을 버리고 근본으로 향하는 아름

다운 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 의 유자들이 비록 경서에는 통달했다고 하

더라도, 문장에 뛰어난 자가 고 시도 잘 짓지 못하니, 개 두 가지를 모두 잃

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국의 사신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와서 서로 더불어 창

화한다면, 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옵건 , 이제부터는 3품 이하

의 시산(時散)의 문신들을 매년 2월과 8월에 문 (藝文館)에 모이도록 해서 

각(館閣)의 제학(提學) 이상이 출제한 것으로 시를 짓게 하고, 그 능하고 능하지 

못한 것을 상고하여 이름을 갖추어 아뢰어 서용(敍用)하는 데 참고해 주십시오. 

외(中外)의 학교들은 매년 3월과 9월에 다시 시를 부과하는 법을 행하고, 감사

와 수령이 감학(監學)할 때에도 한 시를 짓게 하여, 그 능한 자를 표창하여 권

장해 주십시오.68)

이 조항에서 권근은 당시까지 시행된 과거에서 시(詩)를 폐하고 경학(經學)만

을 시험한 결과, 경서와 문장 둘 다 능숙하지 못한 사람만을 선발했다고 지 하

고 있다. 이에 한 책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 는데, 먼  3품 이하의 문신들

에게 매년 춘추 월(春秋仲月)에 시를 시험하여 이를 고과에 반 하는 것과, 다

음으로 외(中外)의 학교에서 매년 춘추계월(春秋季月)에 시를 시험하여 우수한 

자를 표창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하자고 하고 있다. 권근이 3품 이하의 문신들에

게 제시한 과시법은 후에 춘추과시(春秋課試)의 기원이라 볼 수 있으며,69)  학당

과 향교에서 매년 춘추 계월(春秋季月)에 시를 시험하여 우수한 성 을 거둔 사

람을 표창하도록 하는 법은 고려의 도회(都 )를 다시 시행하자는 제안이었다. 

고려의 도회는 단순한 학습조직의 수 이 아니라 과거제 운 의 한 단계로 

시행되었다.70) 그러나 고려 말기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교육제도와 과

68) 태종실록 7년 3월 24일(무인) : 一, 詩章唱和, 儒 末技, 然亦關於人才盛衰, 不可偏

廢。 且其吟詠性情, 有所感發而 起, 卽古 敎冑子典 詠歌之遺意也. 前朝之時, 內有

九齋, 外置都 , 每於夏月, 賦詩爲課, 東 監試, 亦試以詩, 今皆革罷, 務經術, 棄末趨

本, 可 令典. 然今儒 , 雖號通經, 鮮有文章傑出之才, 其於詩道, 亦多不工, 蓋兩失之

矣. 儻有中國詞臣奉使而來, 相 唱和, 寧不取笑? 乞自今, 時散文臣三品以下, 每年春秋

仲月, 藝文館, 館閣提學以上, 出題賦詩, 以 能否, 具名申聞, 以憑敍用. 中外學校, 每

年春秋季月, 復行課詩之法, 監司守令監學之時, 亦令賦詩, 旌其能 , 以加勸勉.

69) 최 만(2013), ｢조선 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23-2호, pp.23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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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도에 한 비 이 높아지고 고려의 여타 제도와 함께 도회도 잠시 제도교육

에서 사라지게 된다. 당시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도회를 비 했던 주된 논지는 

이 제도가 주로 시와 부를 학습하고 시험하는 것이라는 에 있었다.71)

그러나 권근이 요구한 도회는 고려의 도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고려의 도회가 과거응시의 자격심사를 한 한 단계로 존재했다면, 권근이 요구

했던 도회는 주로 시의 학습을 권장하려는 것이었고, 과거제도와 연 시키려는 

추가 인 조치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권근의 이 ｢권학사목(勸學事目)｣

에서 시 학습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의 의미는, 조선이 건국 이후 꾸 히 시 학

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 교육정책을 재고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

다는 과 학교에서 시를 학습하게 했다는 에 그 의의가 있다. 권근이 ｢권학

사목(勸學事目)｣에서 주장한 이 내용은 일부나마 받아들여져서 이 해 4월에 권

근이 시 으로 친림 시(親臨重試)를 시행해 변계량이 장원으로 뽑혔으며72), 8월

에는 월부시법(仲月賦詩法)이 시행되어 이후 정례화되었다.73) 이후에도 리들

에게 , 가을마다 시를 시험하는 규정은 태종 17년에 좀 더 구체화되어 시행되

게 된다.74)  

70) 高麗史 卷73 選擧1 :  (仁宗) : 二十年 二月 判 東 監試赴擧諸生 赴冬夏天都 許

姓名在外生徒各於界首官鄕校都 給狀赴試.

71) 최 만(2000), ｢조선 기 도회의 성격｣, 교육사학연구 제10집, pp.59-60 참조.

72) 태종실록 7년 4월 22일 (병오) : 御仁政殿, 放親試文科牓. 賜藝文館直提學卞季良, 

吏曹正郞趙末生、成均學正朴瑞生, 乙科第一等, 權知成均學諭金久冏、禮曹正郞朴濟, 兵

曹正郞柳思訥、藝文檢閱鄭招, 成均直講黃鉉, 司藝尹 宗, 前司憲掌令李之剛, 乙科第二

等. 超拜季良爲禮曹參議, 末生典農副正, 瑞生右正 , 久冏奉常注簿, 濟成均司藝, 思訥

司憲掌令, 招左正 , 鉉敬承府 尹, 宗成均司成, 之剛藝文館直提學, 賜牌賜花賜蓋, 

成行三日. 命賜第一等第一人田二十結, 第(二)〔一〕等三人田十五結, 第二等七人田十結, 

又各賜本鄕奴婢各一口.

73) 태종실록 7년 8월 25일 (병오) : 行仲月賦詩之法. 從權近之 也. 領藝文春秋館事河

崙、知春秋館事權近, 藝文館大提學成石因等, 館閣提學二品以上, 于藝文館, 出詩表

二題, 令時散三品以下文臣, 各於私家賦之, 限三日以呈. 上召禮曹正郞尹淮命之曰: “六代

事務煩劇, 無暇賦詩, 特令勿賦.” 館閣提學以上, 第文臣詩表入格 三十人以聞. 禮曹參

議卞季良爲第一, 成均司成尹 宗、奉常副令卓愼次之. 自是每當春秋仲月, 以爲常例.

74) 태종실록 17년 2월 12일(기사) : 春秋製述, 誠爲令典, 然製述之限, 過於三日, 似爲

遲緩。 自今每於春秋仲月値衙日, 館閣兩府以上, 三次 于議政府, 出律詩題, 限其日午

時, 古詩亦如之. 表箋則限未時收券, 第其高下. 前銜三品至四品, 於藝文館朝房; 五六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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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회를 통해 시를 시험하게 되었다는 은 학교에서 정식으로 시를 교육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학사목(勸學事目)｣ 이 의 향교교육이 실제로 어떠

했는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조선 태조의 즉 교서로 짐작해 볼 때, 시 

교육이 권장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도회라는 방식을 통해 향교와 학당의 교생들에게 시를 공부하게 했다는 은 시

사하는 바가 크다. 향교 교생에게 도회 응시기회를 주었고 도회에서 우수한 성

을 거둔 사람에게 생원시 복시직부의 혜택을 주었다는 은, 도회가 향교와 

성균 을 연결해 주는 고리 역할을 했다는 을 말해 다. 학교와 과거의 연계

성을 강화하려 했던 이 시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고려해 볼 때, 도회와 향교에서 

시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은 의의(疑義)로만 시험하던 생원시의 고시과목이 변화

할 것임을 시사하며, 이후 세종 조 진사시 시행논쟁의 배경이 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결과 으로, ｢권학사목(勸學事目)｣에서 권근은 진사시를 다시 시행하자는 제

안을 한 것도 아니고, 조선 기 꾸 하게 추진된 경학 주의 교육과 학교제도

와 과거제도의 연계성 강화의 틀을 벗어난 제안을 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조

선 건국과 함께 기존 고려제도에서 지나치게 격한 속도로 변화한 제도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실  문제 들을 완화시키면서 교육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고자 

했던 타 책을 제시했다 할 수 있다. 

至參外, 成均館朝房, 亦令聚 製述何如?

   태종실록 18년 3월 21일(신미) : 議春秋等賦詩法. 右副代 元肅啓曰: “隨駕文臣數 , 

請使留都文臣等賦春等詩.” 上曰: “予聞, 古有一人欲賦詩, 則於房內廣披書冊. 今賦詩之

士, 亦皆如此, 則其才安有長進之理乎?” 肅 曰: “古 出題, 則各在其家, 限三日而賦. 

今則受敎衙仕日, 於朝房, 限時而賦.” 上曰: “此法甚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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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종 연간의 진사시 시행 논의

조선 건국에서 태종  까지 진행된 교육정책의 큰 틀은 학교교육과 과거제

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과 학교교육에서 경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

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방향 속에서 폐지되었던 진사시는 세종 에 다시 논의

되기 시작했고, 세종 17년 이맹균의 상소로 복설(復設)되었다. 

진사시를 다시 시행하자는 논의가 본격 으로 시작된 때는 세종 10년 정곤이 

올린 상소 지만, 그 이 에 이미 진사시 제도의 필요성은 제기되고 있었다. 세

종 즉 년에 변계량, 맹사성 등은 생원시의 합격정원이 무 다는 을 지

하며, 권학(勸學)을 해서는 그 수를 늘려야 한다고 하 다. 더불어 진사시를 

폐지하고 생원시와 합쳐버린 것에 해 이색이 불쾌해 여겼다는 말을 덧붙임으

로써 진사시 시행의 필요성을 은연 에 드러내었다.75) 두 달 뒤에 변계량은 진

사시의 복구를 세종에게 청하 으나, 그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76)

진사시를 다시 시행하자는 공식 인 제안이 나온 것은 세종 10년에 이르러서

이다. 당시 성균사성이던 정곤이 세종에게 학생 수에 비해 선비를 시취하는 수

가 무 다고 말하면서 진사시를 시행하자고 말했다.

75) 세종실록 즉 년(1418), 12월 13일(무자) : 因禮曹啓, 議科擧事. 上問曰: “科擧圓點

之法, 何以設乎?” 卞季良、許稠等 曰: “生員食學廩兩時 , 爲圓點. 生員不 居齋, 故

立此法, 滿三百點, 然後許令赴試。” 季良因啓曰: “臣再掌科擧, 講經之法, 實爲不可. 今

之儒 , 拘於口讀, 徒以誦習爲業, 故其氣固滯, 而短於詞賦. 且試官面 擧子, 豈無私心? 

高麗之時, 立 彌之法, 以此也. 權近常患此弊, 上書請罷, 上王從之。 歲丁酉, 用一二文

臣之策, 復立此法, 臣以爲, 戲事, 而人之所 爲也. 今京中子弟以文科難以跂及, 皆

趨武擧, 不可不慮.” 孟思誠曰: “古有進士之科, 其中 唱名簾前以寵異之, 人人皆 爲

之。 今罷進士, 但有生員試, 其額止一百, 宜加其額, 以勸志學之士.” 季良曰: “鄭道傳始

廢進士, 合於生員試, 李穡甚恨之.” 上又曰: “初場試五經義如何?” 季良曰: “初場本有五

經疑, 或全擧五經, 或擧三經, 或擧一經而問之. 今宜別立初場之法, 以代講經.” 許遲曰: 

“害於義則更張可也, 無害於義, 載在六典, 太祖成憲不可改也. 掌試 若無私心, 取士安有

不正 乎?” 上曰: “大司憲之 甚當。” 季良曰: “法有隨時而變 , 豈可固執乎?”

76) 세종실록 1년 2월 7일(임오) : 卞季良, 許稠 請復進士試, 不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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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사성(成均司成) 정곤(鄭坤)이 을 올리기를,

“국가에서 성균  이외에도  사학(四學)을 설치하여 교수(敎授)와 훈도(訓 )

를 두고, 주·부·군· 에도 한 교 (敎官)을 두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외(京外)

의 자제들로서 학교에 나가는 자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

비를 시취(試取)하는 정원(定員)은 문과(文科)이외에는 다만 생원(生員) 1백 명뿐

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자는 겨우 1백 명에 1명꼴입니다. 그런 까닭에 향교(鄕

校)에 있으면서 나이가 만 4, 50세 되는 자가 오히려 많습니다. 향학지심(向學之

心)이 이로 인하여 나태하여져, 결국 그만두고 다른 기술에 종사하는 자가 한 

많이 있습니다. 조(前朝)의 선비를 시취하는 법으로서 문과 앞에 있는 것을 감

시(監試)라고 하여 시(詩)·부(賦)로써 시험하고, 이름을 진사(進士)라고 하 으며, 

문과 뒤에 있는 것을 승보시(升補試)라고 하여 의(疑)·의(義)로써 시험하고, 이름

을 (大賢)이라고 하 습니다. 그 뒤에 생원시(生員試)로써 승보시와 치(代

置)하 고, 감시도 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학생은 매우 많은데 선비를 

시취하는 길은 넓지 않으니, 원컨  진사시(進士試)를 다시 설치하여 부(賦)·표

(表)로써 시험하여, 많은 선비들의 기운을 진작시키소서....(후략)..77)

정곤(鄭坤)이 진사시를 다시 시행하자고 한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수에 비해 

시험합격자 수가 지나치게 다는 것이다. 정곤이 상소를 올린 당시에는 3년마

다 시행하는 문과 33명과 소과(생원시) 100명이 시험합격자 수의 부 다. 따라

서 정곤은 진사시를 다시 설치하여 부(賦)와 표(表)로 시험하자고 하 다. 여기

서 정곤이 진사시의 고시과목을 기존 고려 국자감시의 시와 부가 아닌 부와 표

로 말한 것은 이 시기 문과 장에서 부와 표로 시험하 던 것과 련이 있다고 

77) 세종실록 10년 윤4월 17일(무술) : 成均司成鄭坤上書曰: 國家於成均之外, 又設四部, 

而置敎授訓 , 州府郡縣, 亦置敎官, 俾訓誨之, 中外子弟之赴學 , 其麗不 也. 然取士

之額, 文科之外, 只生員百人而已, 中 僅百之一, 故在鄕校而年滿四五十 尙多, 向學之

心, 因以怠惰, 而從他技 , 亦多有之. 前朝取士之法, 在文科之前 , 曰監試, 試以詩

賦, 號曰進士. 在文科之後 曰, 升補試, 試以疑義, 號曰大賢. 厥後以生員試, 代升補試, 

而監試亦行焉. 今之學生甚多, 而取士之途未廣. 願復設進士試, 試以賦表, 以振多士之氣. 

且院宇之設, 所以待行旅也. 頹北不修, 則非徒有風雨號咷之患, 亦有盜賊剽竊之憂. 願下

令各道, 擇僧人可幹事 , 具報監司, 使居院宇之旁, 以時修葺, 以寓行旅, 仍報于朝, 授其

院住持, 其供力營辦 , 亦除職以勸勵之, 各驛館 , 亦令監司檢察, 有不修葺 , 罪其驛

丞. 命下禮曹, 政府諸曹同議, 僉曰: “今生員試, 已依前朝進士例行之. 且一年之內, 竝

行及第, 生員進士三試大煩, 請依《元典》仍 。 各道院宇甚多, 若竝差住持, 則 宗屬

寺社住持相混, 請依《元典》, 其院主僧人, 除雜役完恤, 有能修葺 啓聞, 授僧職, 元有

職 加職.”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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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정곤은 진사시를 시행을 주장하면서 문과와의 연계성 한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3년 뒤인 세종 13년, 부교수  정종본 역시 진사시 시행을 청

하는 상소를 올린다.

… 조(前朝) 말기에는 생원시(生員試)에 응하는 자가 겨우 백여 명에 불과하

는데도 합격하지 못한 자가 혹은 10여 명, 혹은 5, 6명, 혹은 2, 3명에 불과해서 

불합격자가 백분의 1, 2도 못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

같이 한 것은 그 향학의 뜻을 사랑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한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신의 소견으로 말 드리자면 신이 신사년에 요행히 생원시에 합격하 는데 

당시 응시한 선비가 겨우 5백 명에 불과한데도 선배(先輩)들이 모두 이르기를, 

‘인재의 성(盛)함이 조에 비하면 몇 갑 이나 쏟아져 나와 1천여 명에 달하게 

되매, 유사(有司)가 시취(試取)에 란(眩亂)을 일으켜서, 그 뒤에 생원 향시법(生

員鄕試法)을 세웠사온데, 계묘·병오·기유년부터 인재가 더욱 격증하여, 한성시(漢

城試)에 응시하는 자가 혹은 1천여 명, 혹은 1천 수백 명에 이르고, 경상도 향시

에 온 자를 신이 비록 목격하지는 못하 사오나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1천여 

명을 내려간 사례가 없다.’ 하오니, 이것으로서 각도의 선비를 비교해 보면, 그 

수효가 거의 4, 5천 명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향시(鄕試)·한성시(漢城試)

에 입격한 자가 단지 5백 여 명이며, 생원시에 합격한 자는 겨우 1백 명이었으

니, 무슨 이유로 그 숫자를 이같이 축소한단 말입니까. 개 문과에 합격한 자는 

장차 직을 받을 것이므로 그의 선발을 엄 히 하고 그 수효를 게 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생원시에 합격한 자는 갑사(甲士) 별시 (別侍衛)와 양  녹사(兩官

事)·내시(內侍)·다방(茶房) 등 많은 직에 포함하여 어느 자리에 충당되지 않

는 데가 없사온데 무엇 때문에 유독 이를 문과에 견주어서 특히 그 선발을 히

하고 1백 명으로 축소하여 수많은 선비들의 학문을 일으키려는 의욕을 꺾는단 

말입니까. 도리어 생원시에 합격하지 못한 자로서 그 해 문과에 제하는 자가 

간혹 수 명씩 나오고 있사온즉, 합격하지 못한 자라 해서 반드시 다 부족하고 

무용(無用)한 사람이 아니며, 다만 백 명이란 수효의 제한이 있기 때문이니 이는 

곧 그 수효가 은 폐단입니다.

 생원을 배로 늘일 경우 국학(國學)에서 이를 양육해 내지 못한다면 역시 부

득이한 일이라 하겠사오나, 식년(式年)마다 선비를 선발한 뒤에도 생원의 정원이 

차지 않아서, 승보기재(升補寄齋)란 명목으로 따로 5, 60명을 선발하여 국학에 

보충시켜 생원과 함께 양육하고 있사온즉, 불필요한 소모의 폐해가 어려움도 아

님을 한 알 수 있습니다. … 신의 생각에는, 경의(經義)는 오경(五經)에 근본을 

둔 것이요, 책문(策問)은 정치의 근본과 득실에 통달하여야 하며, 표장(表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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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事大)에 쓰는 것이온즉, 참으로 선유(先儒)들이 이른바 그 로 문(文)이란 

도(道)를 통하는 그릇입니다. 국가에서 이 세 가지 과목을 합쳐서 문과에 응시

하는 선비를 선발하고 있사온즉, 이 세 가지를 나 어서 생원을 선발하여도 좋

을 것이오니, 경의(經義)에 합격한 자 1백 명, 책문에 합격한 자 1백 명, 표장에 

합격한 자 1백 명을 선발하고, 시·부(詩賦)를 짓는 것을 비록 사장(詞章)에 불과

하 다고 하오나, 국가에서 춘추(春秋) 등(等)으로 시(詩)와 부(賦)를 짓는 법을 

폐지하지 않고 있어, 이도 역시 미리 양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오니, 조(前

朝) 진사(進士)의 (例)에 의하여 시부과(詩賦科) 1백 명을 선발하여, 생원을 4

백 명으로 폭 증원한다면 야(草野)에 유일(遺逸)한 인재가 없을 것이요, 국

가에서 이기(利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니, 공도(公道)를 볼 때 이보다 다행함

이 없을 것입니다.… .78)

78) 세종실록 13년 3월 12일(병자) : 中部敎授官鄭宗本上書曰: 今國家, 內而成均四部, 

外而州府郡縣, 莫不有學, 人材之盛, 濟濟詵詵, 誠千載一盛際也. 然而取士之道, 或有未

備, 臣竊恨焉。 前朝之季, 紀綱頹廢, 學校陵夷, 猶且取進士一百,  生員百有餘人, 敎養

人材, 故紀綱雖陵夷, 而人材之出, 比比有之. 況盛朝右文 學之時, 人材之盛, 蔚然有餘

裕矣, 何獨減取士之路, 但取生員一百, 以抑多士 學之志乎? 此臣所以不得不 也. 前朝

之季, 赴生員試 , 僅百有餘人, 而其不中 , 或十有餘人 或五六人 或二三人, 則不中 , 

不滿百分之一二矣. 然而猶且如此 , 所以愛其爲學之志, 而要成人材也. 姑以臣所見 之, 

臣於辛巳年, 幸中生員試, 其時赴試之士, 僅五百餘人, 先進之士皆云: “人材之盛, 比前朝

不啻倍蓰.” 戊子年以後, 取士之際, 人材倍出, 足千餘人. 有司眩於試取, 其後立生員鄕試

之法, 自癸卯丙午己酉年間, 人材益盛, 赴漢城試 , 或千餘人或千數百人. 慶尙道赴鄕試

, 臣雖不親見, 人皆云亦不下千餘人. 以此 諸道之士, 則幾至四五千人. 然而充鄕漢城

試 , 但五百餘人, 中生員試 纔一百人, 何獨約其數如此之 乎? 夫中文科 , 受官職, 

不可不重, 其選約其數宜矣. 若中生員試 , 其於甲士別侍衛、兩官 事內侍茶房, 列衆

官, 何地不充, 何獨比諸文科, 特重其選, 約爲一百, 摧折多士 學之志乎? 抑不中生員試, 

而其年登第 , 或出數人, 則其不中 , 非盡摧頹無用之人, 特以百人之數有限故也. 此其

數 之弊也. 且生員倍數, 而國學難養, 則亦可已矣. 每式年取士之後, 生員額數不充, 稱

升補寄齋, 別取五六十人, 以充國學, 竝 生員養育, 則非難於糜費之弊, 亦可見矣. 恭惟

我太祖康獻大王受命開國, 列聖相承, 振紀綱 學校, 文致太平, 垂四十年于玆. 殿下卽位

以來, 勵精圖治, 講學論文, 手不釋卷, 右文 學, 倍於他日, 人材輩出, 多士雲集, 庠序或

不能容, 其他經濟之法, 或因時損益, 豈取士之法, 獨拘於國初之定制, 而不能增益乎? 唐

太宗猶且增廣生員, 況殿下法三代隆平之治, 何不損益, 以効三王? 臣竊 經義本五經, 策

問達治體, 表章用以事大, 信乎先儒所 文 貫道之器也. 國家聚此三篇, 選文科之士, 則

分此三篇取生員, 亦可也. 中經義 一百人, 中策問 一百人, 中表章 一百人. 詩賦之作, 

雖曰詞章, 國家春秋等賦詩之法不廢, 亦不可不 養也. 依前朝進士之例, 亦設詩賦科一百

人 增廣生員四百人, 則野無遺逸之材, 國有利器之用, 公道幸甚. 高麗之季, 李崇仁、鄭道

傳, 崔彪, 金九容, 朴尙衷, 朴宜中之輩, 雖當散職, 稱敎官差任成均, 講論道學, 師傅之任

不乏, 而受業之徒無曠日. 非但高麗, 入本朝, 臣於辛巳壬午年間正 時, 兩府宰臣, 稱提

調 二三, 稱敎官 亦數人, 今廢其法, 臣竊嫌焉. 凡文臣當官之時, 列各司, 困於吏事, 

一朝當成均之任, 能敎訓 尙 , 況散職文臣, 或無所依, 悠悠度日, 無益於公私. 又況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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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본(鄭宗本)이 생각했던 문제 은 정곤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가 보기에, 

당시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 은 학교와 학생의 수에 비해 과거의 합격자 수

가 무 다는 데 있었다. 특히, 생원시가 3년에 100명만을 선발하기 때문에 경

쟁률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생원시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문과에 제하는 사

례를 나오고 있다는 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생원시가 유생들의 

학구열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제 로 할 수 없다고 비 하고 있다. 이미 춘추

월부시법 등으로 료들에게는 시를 시험하기 때문에, 생원시 과목에 시를 신설

하여 미리 작시(作詩)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자 하고 있다. 

실제로 정곤과 정종본이 생원시의 입격자 수가 무 다고 말한 것은 공연

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이 당시 생원시 응시자가 몇 명이고, 그 경쟁률이 어느 

정도 는가에 해서는 재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 태종에서 세

종 기에 이르는 동안, 향교와 성균 을 정비하기 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을 

참고한다면, 이 당시 생원시 응시자 수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로 인해 경쟁률도 

상당한 수 이었을 것이라는 짐작할 수 있다.  

먼 , 이 당시 새로 설립되었던 정확한 향교의 수에 한 선행연구를 참고하

면, 설립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향교가 각각 109개와 175개이며, 이  태종-세

종 재  기간에 설립된 향교의 수는 각각 59개소와 72개소로 보고 있다. 이 수

치를 에 기록된 329개의 향교를 기 으로 환산하면 략 150여개의 향교가 

세종 후의 시기에 세워졌다고 짐작할 수 있다.79) 이 수치의 정확성 여부에 

해서 재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이 시기에 이르러 격히 그 숫자가 늘

어난 향교에 자격을 갖춘 교 을 견해달라는 기사가 상당수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80) 정곤과 정종본이 지 하고 있는 과도한 생원시 경쟁률에 한 

雲典醫司譯院習其業 , 雖散職皆仕本司, 已有例焉, 何獨散職文臣, 不充成均乎? 當依國

初之例, 凡文臣發職 , 分差成均四部, 則自己有熟讀講論之益, 生徒無曠日廢學之弊, 此

又不可不慮也. 敢以此倂及之, 伏惟殿下恕其狂僭. 命留之.

79) 여 기(2013), ｢15세기 지방교 정책의 정비와 훈도제의 성립｣, 교육사학연구 23-2

호, p.29.

80) 세종실록 즉 년 10월 30일(병오) : …崔迤亦曰: “今新置敎 , 廩給之費亦多. 不若

以隣鄕年高德邁, 可爲師表 爲學長.” 從之. 

    세종실록 즉 년 12월 17일(임진) : 禮曹判書許稠啓: “鄕學無敎授官處, 已令觀察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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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향교 수 확 를 기반으로, 태종 8년에 이미 1000명을 넘긴 생원시 응

시자는 세종 에 이르러 4-5000명에 이르 는데, 격히 늘어난 생원시 응시자 

수로 인해 소과를 시-복시의 2단계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나오게 되고, 태종 

14년(1414) 주 교수 (全州敎授官) 정곤의 상소를 바탕으로 생원시를 2단계로 

운 하게 된다.81) 여기서는 시에서 복시로 올라가는 사람의 수를 입격자 정원

의 두 배인 200명으로 한다는 것만 언 되어 있으나, 세종 원년에 이르러 시

에서 복시로 올라가는 인원 수를 지역 별로 할당하는 규정을 정하게 된다.82) 생

원시를 한성시와 향시로 나 었을 뿐만 아니라, 향시 선발 정원도 계속 확 되

었는데, 이 확 양상은 세종 원년에서 10년 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정리

하면 다음 <표-4>와 같다.

定學長敎之, 然學長旣非官人, 又無俸廩, 齎糧趨任, 憚若戍役. 因此惰於敎訓, 且學 視

之如朋友, 恥爲弟子, 怠於爲學, 實爲未便。 我國家州郡凡三百餘, 文科出身 , 固不得而

分差. 願選生員進士可爲師表 , 差敎 , 給以月俸, 增廣敎訓之道.” 上曰: “然 五百戶以

上郡縣, 可置敎 , 予 達于上王.”

   세종실록 12년 10월 23일(경인) : 禮曹啓: “永 十七年十一月十五日吏曹受敎: ‘生員

進士可爲人師 , 取保擧, 居京 禮曹、居外 監司試以四書二經, 差爲敎 .’ 永 二十一

年十一月初九日, 本曹受敎: ‘年四十歲以下生員, 勿差敎 。’ 今居京 , 亦不就試, 本曹

竝歸外方, 頗有冒濫之弊. 請年四十以上生員, 依國試不中人取才例, 各道監司試以四書二

經, 移文本曹, 本曹更試, 移文吏曹, 方許敍用.” 從之.

81) 태종실록 14년 1월 20일(을미) : 乙未/始行生員漢城試, 鄕試之法, 用全州敎授官鄭坤

之 也. 先是, 權遇爲大司成, 嘗建此議, 河崙深以爲然。 至是乃行之, 依科擧額數加二

倍.

82) 세종실록 원년 5월 28일(임신) : 禮曹 禮詳定所同議啓: “生員漢城試二百人, 慶

尙道鄕試八十人, 忠淸道六十人, 全羅道六十人, 江原、平安道各三十人, 黃海、咸吉道各

二十人, 以爲定額.”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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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세종 원년 - 세종 10년까지 생원시 시(初試)의 정원 변화

의 <표-4>를 보면, 세종 원년에 생원시 시의 입격자 정원은 국을 합

쳐 500명이었다. 그러나 세종 10년에는 이 숫자가 630명으로 늘어났는데, 특이한 

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입격정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인데, 이는 향교의 

숫자가 상당한 정도로 증가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조선에서 과거응시자격은 어디까지나 학교에 을 두고 있으면서 학업을 수

행한 사람에 한해서만 부여되었기 때문에 향교의 증가는 과거응시자 수의 증가

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단종 2년(1454)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 

의하면 향교 교생의 수는 8245명에 이르 다고 한다.86) 향교가 늘어난 만큼 교

생의 숫자도 늘어났지만, 그 다고 해서 생원시의 합격정원도 늘어난 것은 아니

었다. 따라서 당시 과거 응시자들은 굳이 생원시를 통해 성균 에 들어오기보다

83) 세종실록 1년 5월 28일(임신) : 禮曹 禮詳定所同議啓: “生員漢城試二百人, 慶尙

道鄕試八十人, 忠淸道六十人, 全羅道六十人, 江原平安道各三十人, 黃海, 咸吉道各二十

人, 以爲定額.” 從之.

84) 세종실록 8년 정월 6일(신축) : 禮曹據咸吉、平安、黃海道監司關啓: “前此上 各道

生員鄕試額數, 咸吉道二十, 平安道三十, 黃海道二十. 今州府郡縣, 皆遣敎官, 勸學敎養, 

人才之出, 視古爲盛, 請生員鄕試, 各加前數一十. 且慶尙、全羅、忠淸道人材, 倍於他道, 

慶尙道生員鄕試元額八十, 加二十, 忠淸、全羅道元額六十加十五試取, 以爲恒式.” 從之.

85) 세종실록 10년 8월 11일(경인) : 禮曹據平安道監司關啓: “本道文科鄕試之額, 依江

原、咸吉道例, 加取十五; 生員鄕試之額, 依江原道例, 取六十.” 從之.

86) 박연호(1998), ｢조선 기 향교정책의 성격과 한계｣, 교육사학연구제8집, p.64.

세종 원년(1419)83) 세종 8년(1426)84) 세종 10년(1428)85)

한성시 200 200 200

향시

경상도 80 100 100

충청도 60 75 75

라도 60 75 75

강원도 30 30 60

평안도 30 40 60

황해도 20 30 30

함길도 20 30 30

계 500 580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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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로 문과에 지원하던가, 아니면 무과와 같은 우회로를 통해 직에 입사하

는 방식을 택하 는데, 이는 성균 을 정 으로 한 학교제도의 정비와 과거제도

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했던 당시 정책방향의 큰 틀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큰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과 같이 학교의 단계에 따라 응

시할 수 있었던 시험의 단계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 굳이 성균  유생이 아니더

라도 문과시험에 제할 수 있었던 조선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과거응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직에 오르려 한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시기에 유생들이 처음부터 

문과 제를 거쳐 입사(入仕)하는 방향을 선택하기보다 먼  산 (散官)으로서의 

자 (資級)을 높여 놓고 제를 통해 몇 등 을 단번에 뛰어 넘는 수단으로 이

용하는 경향이 문제로 지 되었다.87) 문과에 제해 보았자 우등자 3인을 제외

하고는 6-7년을 근무해야 9품직에 임명되고, 다시 4〜8년의 근무를 해야 비로소 

6품직에 오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88) 결국, 당시 과거 비생들은 합격 정원이 

87) 세종실록 10년 8월 21일(경자) : 大司憲趙啓生等上疏曰: 人材, 國家之先務; 學校, 

人材之本源. 學校不修, 則人材何自而 乎? 是以古先哲王, 莫不以此爲重. 漢明帝臨雍拜

, 以 永平之化; 唐太宗增廣生員, 以成貞觀之治, 此明効大驗也. 今我聖上崇重師儒, 

表章經典, 旣設成均, 又置學 , 拳拳以 學養賢爲念, 其所以培養人材、扶持治道 至矣. 

然成均赴學, 生員之額, 常不過數十人, 雖有司每加 察, 辭避不赴學 常多, 比年厥數尤

, 國學陵夷, 誠可慮也. 臣等未知其由, 反覆籌之, 豪富之子, 先驅於 御之場; 寒門之

士, 日入於成衆之官, 居齋挾冊 , 十常一二. 不寧惟是, 凡爲生員 , 不問敎訓之能否, 竝

授敎 之職, 又於試年, 不 圓點, 皆許赴試, 故爭相請 , 僥倖除職, 甫及赴任, 多端托

故, 隨卽辭免, 又托權門, 加受資級, 赴任之後, 亦復如前, 不數年間, 遷至五六品 , 容或

有之. 且年滿四十 , 敎 差下, 曾有敎旨, 而爲敎 妄冒年齒, 受官職 亦或〔有〕之. 

彼皆不以敎養爲念, 而以冒進爲急, 心術先毁, 非徒無益於國家, 反以開官爵之濫, 良可歎

也. 伏望殿下, 特命攸司, 擇年滿五十可爲師儒 , 除授敎 , 年未滿五十 , 勿許竝差, 督

令赴學, 每當試年, 雖曾經敎 , 必 圓點, 方許赴試, 則人無倖爵之心, 日懷赴學之志, 

經明行修, 人材輩出矣. 伏望聖裁施行. 命下吏曹, 政府諸曹同議, 僉曰: “不可.”

88) 태종실록 10년 10월 29일(임술) : .... 一, 學校, 風化之源, 古今帝王莫不重之。 惟我

國家, 每降條令, 必以學校著爲令典. 然而守令用心於此 蓋寡, 良可慨也. 且文藝必十年, 

而後有成, 而以子午卯酉爲式年, 取三十三人, 分爲三館, 以權知經六七年, 始拜九品, 若

成均則八年, 藝文校書則四年, 然後乃升六品, 年行三十四十而中試 , 於三館. 若武

藝則一年二年之學也. 中試之日, 卽拜八品, 循例而進, 其爲官也, 豈不捷乎? 故京外生徒, 

其質美可敎 , 皆入甲士. 前日把冊之徒, 翕然捨學而執弓矢, 其於盛朝崇學之意何如? 願

自今, 三館去官, 歲率二度, 以勵後進向學之意。 又使守令銜帶管學, 上官之日, 依本朝之

制, 先 文宣王而後, 乃復視事, 使之誠知學校之爲先務也.(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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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되는 생원시와 문과를 통해 직에 오르는 것보다 무과와 같은 우회로

를 통해 직에 오르는 길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굳이 생원시를 거쳐 성균 에 

들어간 뒤, 원 을 채워 문과에 응시하는 과정을 모두 겪을 이유는 없었다. 이러

한 상황에 한 해결책으로 세종 12년에 부교수  정종본은 오부학당 생도들

에게 시를 시험하여 우수한 성 을 거둔 사람들을 생원시 회시에 직부시키는 특

혜를  것을 건의하 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 교수 (中部敎授官) 정종본(鄭宗本) 등이 조에 보고하기를,

“국가에서 고려의 구재(九齋)를 두었던 를 모방하여, 여름철에 시(詩)를 시험하

는 법을 설치한 것은 인재를 가르쳐 길러 사기(士氣)를 새롭게 진작(振作)시키는 

것으로서 진실로 성 (聖代)의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이 비록 아름답

다 할지라도 공효(功效)가 나타나지 않고, 강령(綱領)을 비록 들고 있다 하더라

도 조목(條目)을 벌여 놓지 않았다면, 이것은 맹자(孟子)의 이른바, ‘한갓 착한 것

만으로는 훌륭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에서도 직부고 법(直赴

藝法)을 설치하여 사기를 높이고 권장하 기 때문에 생도들이 운집(雲集)하여 학

교[庠序]에서도 모두 수용하지 못하기도 하 으니, 이는 다름이 아니라 가르쳐 

기름에 법도가 있고, 발탁해 에 그 방도를 얻었던 것입니다. 우선 부학당의 

일을 말 하면 평상시의 경우 학교에 들어오는 생도가 겨우 1백 40명 내지 50명

이었는데, 연 에 처음 시(詩)를 시험하는 법의 설치를 듣고는 혹시 선발 탁용의 

길이 있지 않나 하여, 선비들이 아무런 기약도 없이 모여든 자가 거의 3백에 가

까와서 부학(部學)에서도 능히 수용하지 못하 사온데, 시의 과시(課試)가 이내 

끝남에 미쳐서 등 을 분별하여 선발 임용하는 문(門)이 없음을 알고는 하루 아

침에 사방으로 흩어져서 조 도 머물러 있으려는 자가 없어, 근근히 남은 생도

를 모아 평상시의 숫자를 채웠던 것인데, 이제는 이 시를 시험하는 달을 당하여 

밖으로부터 오는 생도는 한 사람도 볼 수 없고, 평소에 있던 자도 모두 싫어하

는 기색이 있어, 혹은 신병을 칭탁하고, 혹은 친병(親病)을 칭탁하는 등 여러 가

지 연고를 핑계하여 물러가 있으므로, 이따  조  사헌부에 이 실정을 고하

여 그들을 학교로 들어오라 독려하여 겨우 평상시의 인원수를 채우고 있는데도 

연 의 운집하던 수효와 같지 않사오니, 이것이 한스럽습니다. 오직 국가에서 태

학(太學)의 선비들을 숭상 권장하기 하여 토(田土)와 백성을 증가해 주고, 

인하여 오부(五部)의 학당을 넓  사방의 선비를 갖추어 먹이시니, 그 유도하고 

장려함이 지극하다고 이를 만합니다마는, 그러나 생원(生員)이 혹 그 액수에 차

지 않고, 오부 학당의 생도도 넘치지 않고 있으니 더욱 탄식할 일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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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가 쇠퇴했던 말기에 기강(紀綱)이 무 지고 학교가 황폐하여, 직부고 법

(直赴 藝法)이 겨우 열에 하나둘이 남아 있었는데도 사기를 새로 일으켰는데, 

하물며 성조(聖朝)에서 문학을 숭상하시고 학교를 일으키는 때이겠습니까. 직부

고 법을 부활시켜 거 하는 생도에게 춘추과시(春秋課試)하고 2-3차례 수석한 

자에게는 시(館試)를 면제하여 회시( 試)에 직부(直赴)시키고, 2-3차례 1등에 

오른 자에게는 시의 장(初場)에서 1등에 한 수를 부여하는 를 통용시

키도록 하소서. 그리고 부학생도(部學生徒)의 경우도 과시(課試)하는 날에 의의

(疑義)를 겸하여 시험하되, 2-3차례 수석한 자에게는 생원회시에 직부시키고, 

2-3차례 1등에 오른 자에게는 기재생(寄齋生)으로 승보(陞補)시키는 에 따라 

입학시키도록 하고, 한 각 부의 생도 가운데 월강(月講)에서 통(通)이 많은 자

도 승보의 에 해서 입학시키도록 하소서.89)

부교수  정종본은 학교에 학생들이 자발 으로 모여 수학하기 해서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성균 의 춘추과시나 사학의 시험에 과거복시 직부와 같은 

특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고려시 의 직부고 법(直赴

藝法)의 사례를 들었다. 직부고 법은 고려 기에 국자감에 도입된 제도로서, 

국자감 생도를 평가하여 그 성 에 따라 과거에 직부시키는 시험이었다. 그러나 

직부고 시(直赴 藝試)의 내용으로 볼 때, 정종본의 제안한 방안은 이 시험을 

89) 세종실록 12년 7월 27일(을축) : 中部敎授官鄭宗本等報禮曹云: “國家倣前朝九齋之

例, 設夏天課詩之法, 所以敎養人材, 作新士氣, 誠聖代之美法也. 然法雖美而効不著, 綱

雖擧而目不張, 此孟子所 徒善, 不足以爲政 也. 前朝又設直赴 藝之法, 崇奬士氣, 故

生徒雲集, 庠序或不能容, 此無他, 敎養之有法, 而擢擧之得其道也. 姑以中部學 之事

之, 常入學生徒, 僅百四十五十矣. 年前始聞課詩之法, 疑有選擢之路, 士之不期而 , 

幾於三百, 部學亦不能容. 及課詩旣畢, 無 課選用之門, 一朝星散四方, 稍無顧留 , 僅

聚餘徒, 以滿 常之數. 今當六月課詩之朔, 生徒自外來 , 未見一人, 其素居 皆有嫌色, 

或稱身病, 或稱親病, 多般托故, 欲 處, 往往告于禮曹及憲府, 督令入學, 僅充常數, 亦

不似年前雲集之數, 此爲可恨. 不寧惟是, 國家崇奬太學之士, 加給田民, 仍廣五部學 , 

備餉多方之士, 其於崇掖奬礪, 可 至矣. 然而生員, 或不滿額, 部學生徒, 亦不盈溢, 尤爲

可歎. 前朝衰季, 紀綱陵夷, 學校頹廢, 直赴 藝之法僅存一二, 以新士氣, 況聖朝右文

學之時乎? 若復直赴 藝之法, 居館生徒, 春秋課試, 再三居首 , 除館試直赴 試, 再三

一等 , 準計館試初場一等例通用. 且部學生徒課詩之日, 兼試疑義, 再三居首 , 直赴生

員 試, 再三一等 , 準升補寄齋例入學, 各部生徒, 月講通多 , 亦準升補例, 則庠序學

校, 雖不督聚, 而四方多士雲集而來, 切磋琢磨, 日就月 , 見人才之出, 比隆三代, 雍熙

之治, 可坐而致, 吾道幸甚.” 禮曹啓: “居館生徒春秋課試, 再度一等居首以上 , 請直赴

文科 試; 五部學 生徒課詩, 五度一等居首 , 直赴生員 試.” 命下議政府諸曹及文臣

二品以上同議, 僉曰: “不可.”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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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로 복구하자는 내용은 아니라 여겨진다. 다만, 고려의 고 시가 학업능력과 

품행을 종합 으로 평가하고, 한 매달 평가 내용을 달리하면서 사계 마다 순

환시키는 평가방식인데 비하여, 정종본의 제안은 주로 제술능력에 을 두면

서 , 가을에 시행되는 과시의 성 으로 평가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기 으로 평가한 후 그 성 에 따라 과거에 직부시키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성균 이나 사학의 교육을 활성화하기 해 고 시를 거

론한 것은 주로 이 시험의 특혜에 주목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90) 

그러나 정종본이 실제로 제시한 혜택과 실제 고 시( 藝試)의 그것은 조  

달랐다. 고려의 고 시는 국자감의 생도를 상으로 본과인 부시에 직부시키

는 혜택을 주는 시험이었지만, 이 상소에서 정종본이 말한 내용은 향교와 학당

의 생도를 상으로 생원시 복시에 직부할 혜택을 주어 향교와 학당의 학생들이 

성균 에 진학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도회는 교생들

로 하여  성균 에 진학하는 데 혜택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학교체제를 정비하

고자 한 시도라 볼 수 있다. 이는 생원시의 상을 공고하게 해서 학교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라고도 볼 수 있다. 

요컨 , 조선이 도회를 복설한 것은 시부학습을 진시키려 하는 의도라기보

다는 학교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의도가 강했다. 실제로 세종이 처음 도회를 복설

할 때는 도회에서 시 학습을 지하는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91) 그러나 이러한 

90) 최 만(2013), ｢조선 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제23집 2호, p.236.

91) 세종실록 13년 10월 28일(을미) : 上 安崇善曰: “近長 守金墩拜辭之日, 語予曰: 

‘外方春秋都 , 只製 詩, 徒費廩祿, 不見其効.’ 予亦以 不可.” 崇善曰: “非特外方, 京

中課試之法, 亦不可.” 上曰: “吾欲更議于大臣.” 遂傳旨禮曹曰: 因廷議, 五部學 則每

當六月, 令時散文臣輪日 于學 , 命題科次, 唱榜勸勵, 諸道則分置都 所, 春自三月望

後至四月晦日, 秋自八月望後至九月晦日, 擇通經術敎官, 或 講、或製述, 以鍊其才, 已

有年矣. 今聞諸道不體此意, 全以製詩爲務, 故好學之士厭而不赴, 總角之童 於閑遊, 非

徒費廩, 未見成効. 自今諸道都 , 量加日數, 經書諸史中, 從自願講論同異, 敦勸之餘, 兼

製詩文. 京中學 課試之法, 予亦未知其可, 若之何則士氣作新, 文風益振乎? 其 政府諸

曹同議以啓.

   세종실록 14년 1월 15일(을해) : 禮曹啓: “各道都 生徒 務製述, 不讀經書未便. 自

今三月初一日至四月二十日, 八月初一日至九月二十日, 除製述, 令講讀經書. 且京中學 , 

六月一朔, 不講讀, 只令製述, 亦未便. 自今十五日製詩文, 十五日講讀經書諸史. 其製

述講論優等 , 每一部五人 名報曹, 直赴生員 試.”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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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들은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도회는 경학과 시작 학습을 병행해서 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 

세종 15년 조(禮曹)에서 경상도 감사의 문(關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도회(都 )를 설치하 을 때는 오로지 시문(詩文)을 지었기 때문에 재주

가 날카로운 생도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고, 그들은 재주를 시험하고 능을 

겨루면서 제각기 기분을 일으켜 새롭게 하 습니다. 그러나 짓기를 폐하고 강

독만 하게 된 이후부터는 생도들이 피하여 도회에 나오는 수가 해마다  

어 들었습니다. 개 경서를 강독하는 것은 생도들이 의례 으로 하는 일이오나, 

과 가을에 시행하는 도회는 학문을 좋아하는 자를 특별히 뽑아 능을 겨루게 

함으로써 근면하게 하고 장려하자는 것입니다. 더구나 서울의 사부 학당에서는 

6월 한 달 안에 15일은 강독하게 하고 15일은 짓기를 하고 있으니, 이는 학문

을 흥하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서울과 외방이 각기 다른 것은 좋지 

못한 일이니, 지 부터 지방의 도회 50일 동안에 3일마다 2일은 독서하게 하고 1

일은 시문을 짓게 하여, 재주를 연마하고 기운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

고 강론할 때에는 읽은 경서와 제술한 시문을 평가하여 성 을 매겨서 장부에 

어 두었다가 후일 상고하는 증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매번 도회의 50일 

안에 각각 우등 3인씩을 뽑아서 직  회시( 試)로 나가게 한다는 것은 비단 정

하고 익숙하게 재주를 연마한다는 뜻에 어 날 뿐만 아니라, 첫 해 도회에 우

등한 자는 다음 해 도회에 반드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니, 매번 도회에 나온 생

도의 성명을 거듭해 었다가 식년(式年) 과거 이  해의 가을 도회를 기다려서 

각 도회 때 강론의 합격, 불합격 여부와 짓기의 성  등 을 통산하여 우등한 

3인만을 회시에 나가게 하면, 생도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학업을 연마하는 방도

와 국가로서의 선비들을 부추기어 일으키는 두 가지 뜻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

책이 될 것입니다” 하니, 그 로 따랐다.92)

92) 세종실록 15년 9월 25일(갑진) : 禮曹據慶尙道監司關啓: “初設都 , 製詩文, 故氣

銳生徒爭先聚 , 試才角藝, 作新其氣. 自除製述 委講讀之後, 生徒規避, 赴 之數, 每

年益減。 大抵講讀經書, 乃生徒常事. 若春秋都 , 則特選好學問 , 角藝勸勵也. 況京中

四部學 , 亦於六月一朔內, 十五日講讀, 十五日製述, 等是 學良法, 京外各異未便. 自

今外方都 五十日內每三日二日讀書, 一日賦詩文, 鼓舞 起, 以鍊其才, 以勵其氣. 其於

講論, 幷講曾讀經書, 所製詩文, 第其高下, 竝皆明白置簿, 以憑後 。 且每一都 五十日

內, 各取優等三人, 直赴 試, 則非惟有乖於精熟鍊才之意, 初年都 優等 , 不必赴後年

都 矣. 每等赴 生徒姓名合 , 待式年前秋等都 , 通計各等都 講論通否 製述等第, 

擇優等三人直赴, 則生徒銳意鍊業之方 國家鼓舞士子之義, 庶幾兩得.”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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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를 보면, 학당 뿐 아니라 향교에서도 생원시 회시직부혜택을 주는 시

험에 생원시 고시과목인 의의(疑義) 뿐만 아니라 시를 추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정종본은 시로 시험할 때에는 300에 가까운 생도가 와서 평상시의 두 배에 이르

는데, 시로 선발하는 특혜가 없자 학교에 모이는 학생의 수가 크게 었다고 

말하고 있다. 왜 시로 시험할 때와 그 지 않을 때, 학당에 모이는 학생의 수가 

차이가 크게 나는지에 해서는 확실하게 언 하지는 않았다. 다만 여러 사료를 

토 로 볼 때, 시 학습이 학업을 시작하는 학(初學)들이 반드시 익 야 할 주

요한 학습 역이기 때문으로 보인다.93) 조선시  문인들의 문집에서 진사시를 

비하기 한 과시(科詩)를 학습하는 시기가 체로 10 에서 20  반으로 

나타난다는 도 시가 학습의 입문단계 다는 을 짐작하게 한다.94)

이 게 생원시의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는 것에 해 제시되었던 안은 생원

시의 정원을 늘리고 고시과목을 다양화시키는 것이었다. 기존 고시과목인 경의

(經義)에 책문(策文), 표장(表章), 시부(詩賦)를 추가하고 각각 100명씩 선발해서, 

모두 400명을 선발하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생원시 합격정원이 100명이었

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과격한 주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는 

당시 성균  정원이 다 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당시 경상도 향시의 응시자가 1000여 명에 이르며, 국

으로 볼 때는 략 4-5000명으로 보고 있다는 을 감안한다면 생원시 입격자 

수를 400명으로 늘리자는 주장은 그 게 무리한 주장은 아니었다. , 생원시 정

원을 늘려야 되는 필요성에 해 그는 생원이 단지 국학의 학생에 머무르는 것

93) 태종실록 4년 8월 20일(기축) : … “監試所以勸初學之輩, 前朝試以十韻詩, 其於東

通一經 , 許令赴試. 今若 通三經 , 許赴監試, 非唯違於勸學之意, 文武子弟, 亦皆憚

於文科之難, 而讀書赴試 鮮矣. 其赴試記名時, 令父兄親戚朋友, 其實德, 告于有司後, 

若有犯, 幷罪擧 , 則人皆不堪於文科, 而 使文學廢絶矣. 其輕薄不謹之輩, 雖才學出衆, 

屛斥不納, 則大抵性氣輕快 , 能通學問; 狂狷之士, 聖門所取. 若人所共知輕薄不謹 , 

在所屛斥, 其妬才之徒, 以能通文學 , 稱爲輕薄而屛斥之, 至於失賢蔽才, 其弊不 . 

此三條外, 竝如所申何如?” ….

   세종실록 21년 1월 11일(경인) : … “國初承高麗 例, 設進士試 , 爲勸勵初學, 故進

士居館 , 稱爲寄齋, 坐次則生員爲一行, 寄齋爲一行. 乞依 例, 進士幼學, 尙齒坐於生

員之下.”….

94) 장유승(2013), ｢科時의 형식과 문체  특징｣,  동한문학 19집, pp. 29-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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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라 교 을 비롯한 여러 직에 이들이 요긴히 쓰인다는 을 들어, 생원

의 수를 늘리는 것이 실 으로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정곤과 정종본 모두 진사시 시행을 직 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

종본이 세종 13년에 올린 상소에서 생원시 고시과목을 분화시켜 시와 부도 시험

하자고 한 것은 진사시를 시행하자는 것과 같은 주장이나 다름없다. 세종 에 

들어오면서 이미 향교와 교생의 양  증가가 격하게 진행되어 소과 합격자 수

를 기존의 생원시 100명만으로 유지하기에는 경쟁률이 지나치게 높아져 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성균 이 생원시 입격자 100명을 3년마다 선발함에도 

불구하고 생원의 정원이 다 차지 못해서 승보기재(陞補寄齋)라는 명목으로 사부

학당의 학생들을 5-60명씩 선발하여 성균  정원에 보충했다는 상을 들어 생

원시 정원을 늘리자고 하고 있다. 

한, 이 시기 소과의 정원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다른 이유는 

세종 에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지방교 정책의 정비과정과 련이 있다. 태

종에서 세종 에 어들면서 어느 정도 정치  안정이 이루어졌고, 향교의 숫

자가  단 의 지방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세종 후의 

시기에는 략 150여개의 향교가 집 으로 세워졌던 것으로 추정된다.95) 이러

한 향교의 확장은 당연히 교 수 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데, 교수(敎授)-훈도

(訓 )제를 보완하는 교도제(敎 制)가 정비된 것도 이 시기 다. 이 시기에는 

향교에 교 이 없는 경우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있더라도 사마시에 입격한 

생원, 진사보다는 유학(幼學)으로 학장을 충원하는 경우가 거의 부분이었다.96) 

원칙 으로는 군 단 의 향교까지 문과에 제한 인원 에서 교수(敎授)와 훈

도(訓 )를 견해야 하지만, 실 으로는 무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도제라는 방편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 했다.97) 이를 

95) 여 기(2013), ｢15세기 지방교 정책의 정비와 훈도제의 성립｣, 교육사학연구 제23

집 2호, p.30.

96) 세종실록 1년 11월 15일(을묘) : 忠淸道觀察使鄭津啓: “師儒之任, 必 廣置, 敎育人

才. 今知郡事以下各官, 無敎授官, 學 病之. 生員等皆爲圓點赴成均館, 雖以幼學爲學長, 

學 皆輕之。 願置敎授訓 官, 以 學校.” 趙末生以爲不可, 許稠及元肅以爲可. 上命: 

“五百戶以上各官, 置訓 官, 以三館權知, 爲先差遣. 其生員進士可爲人師 , 許人保擧. 

京中則禮曹, 外方則觀察使, 四書二經試取, 望報差遣, 永爲恒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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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존에 3년 단 로 100명만을 선발하는 소과의 정원을 늘릴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성균 의 ｢학령(學令)｣을 통해 볼 때, 조선 기 향교를 비롯한 학교

의 교육과정이 사서오경과 같은 경서 뿐만이 아니라, 고문진보(古文眞寶)과 
당송팔가문(唐宋八家文)과 같은 문학서를 기본 축으로 하여 구성되었다98)는 

은 소과와 향교 교육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한 조치가 필요했었음을 짐작하

게 한다. 특히, 세종 13년을 후하여 두공부 당시 (杜工部草 詩箋)과 같은 

두보의 시집을 간행하는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는데,99) 두공부 당시 (杜工

部草 詩箋)이 국에서 과거시험을 비하는 데 쓰 고, 그 내용은 두보의 유

명한 시를 모아놓은 책이라는 을 감안한다면, 이 시기에 들어와 향교에서 시

(詩)가 차지하는 교육  비 이 상당했으리라는 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진사시는 세종 17년에 복설이 결정된다. 당시 집

 제학 이맹균은 ｢시학흥학조건(詩學 行條件)｣을 상소로 올려 진사시를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학(詩學)은 청소년 시 에 공부하여야 하는 것이니 마땅히 조(前朝)의 진

사과(進士科)를 회복하여 부(賦) 한 문제와 배율십운시(排律十韻詩) 한 문제를 

내어 각각 50인을 뽑고, 방방(放放)과 인리(人吏)의 면향(免鄕)과 범죄한 사람에

게 수속(收贖)하는 것 등의 일은 한결같이 생원(生員)의 (例)에 의하고, (館)

에 있을 때에는 생원(生員)의 아래에 앉게 할 것.

1. 진사시는 문과 식년(式年)을 취하여 쓰고, 시골과 한성(漢城)의 액수(額數)는 

생원(生員)의 에 의하고, 생원시와 진사시를 한곳으로 모아서 과장(科場)을 열

어서, 먼  진사를 시험하고 하루나 이틀을 격하여 생원을 시험하되, 진사가 생

원시에 응하는 것은 들어 주고, 생원과 나이 25세가 지난 자는 진사시에 응하는 

것을 허가하지 말 것.

97) 여 기(2013), ｢15세기 지방교 정책의 정비와 훈도제의 성립｣, 교육사학연구 제23

집 2호, pp.37-38.

98) 박종배(2011), ｢조선시  유학 교육과정의 변천과 그 특징｣, 한국교육사학 제33권 

제3호, p.8.

99) 김남이(2012), ｢조선 기 두시이해의 지평과 두시언해간행의 문학사  의미｣, 한
국어문학연구 제58집,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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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사시는 조(禮曹)와 집 (集賢殿)에서 주 하게 하고,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3 에서 주 하게 할 것.

1. 문과의 장에서는 부(賦)와 배율십운시(排律十韻詩) 에서 한 문제를 내어 

논(論)에 신할 것.

1. 성균 (成均館) 생원은 경학(經學)을 익히는 여가에 겸하여 사(楚辭), 문선

(文選), 이백(李白)·두보(杜甫)·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구양수(歐陽修)·왕안석

(王安石)·소식( 軾)·황정견(黃庭 ) 등 역  제가(諸家)의 시(詩)를 익히게 하여 

춘추(春秋)로 의정부·육조의 도시(都試)에 혹 시(詩)를 짓게 하고, 사부 학당(四

部學 )과 외방(外方)의 향교(鄕校)에서도 한 이에 의하여 강습(講習)하고, 아

울러 서도(書徒)의 이름을 기록하여 매양 도회(都 )를 당할 때마다 한 고강

( 講)을 가할 것.

1. 춘·추등(春秋等)으로 문신(文臣)의 직(仲直) 이하가 시를 짓는 데에 응하는 

자도 역시 겸하여 이백·두보·한유·유종원 등의 시를 익히게 하고, 문 (藝文館)

으로 하여  그들이 읽은 권수(卷數)를 조사해서, 시를 지어 차서를 정할 때에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게 할 것.

1. 집  직제학(直提學) 이하가 읽은 서책(書冊)을, 당상( 上)이 열흘마다 고

찰( 察)을 가하여 읽은 것의 많고 음을 월말에 아뢰게 할 것.

1. 서연 (書筵官)은 비록 직책이 보도(輔 )에 있으나, 자기가 시를 배우는 것이 

손해될 것이 없사오니 집 의 에 의하여 시를 배워서 시를 짓게 하고, 빈객

(賓客)이 고찰하여 매 월말에 아뢰게 할 것.100)”

이맹균이 올린 ｢시학흥학조건(詩學 行條件)｣은 8가지 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  1-3항은 진사시 복설(復設)에 한 사항이다. 1항에서는 시험의 목   

100) 세종실록 17년 6월 26일(병인) : 一. 詩學當及妙年, 宜復前朝進士科, 出賦一題、排

律十韻詩一題, 各取五十人放牓. 及人吏免鄕 犯罪收贖等事, 一依生員例, 其居館坐於生

員之下. 一. 進士試取, 用文科式年, 其鄕漢城額數依生員例, 兩試 一處開場, 先試進士, 

隔一兩日試生員. 進士赴生員試 聽, 生員及年過二十五歲 , 不許赴進士試. 一. 進士試, 

令禮曹集賢殿主之, 名則三館主之. 一. 文科中場, 以賦及排律十韻詩中一題代論. 一. 

成均館生員經學餘暇, 兼習《楚辭》,《文選》, 李ㆍ杜ㆍ韓ㆍ柳ㆍ歐ㆍ王ㆍ ㆍ黃等歷代

諸家詩《春秋》. 議政府六曹都試, 或令賦詩, 四部學 及外方鄕校, 亦依此講習, 幷 書

徒, 每當都 , 亦加 講. 一. 春秋等文臣中直以下應賦詩 , 亦令兼習李,杜,韓,柳等詩, 令

藝文館 其所讀卷數, 賦詩科次時, 幷 啓聞. 一. 集賢殿直提學以下所讀書冊, 上每旬, 

幷加 察所讀多 , 月季啓聞. 一. 書筵官雖職在輔 , 然自己學詩, 固爲無損。 依集賢殿

例學詩賦詩, 賓客 察, 每月季啓聞.” 從之. 自廢講經以來, 學生不務經學, 習詞章, 其

弊至矣. 今集賢殿又請以詩賦取士. 命下詳定所議之, 黃喜、許誠等議云: “不可以詞章爲

敎.” 再請不可, 上乃從集賢殿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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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합격자 수, 그리고 생원과의 계를 고려한 거 좌차(居館座次)를 규

정하고 있으며, 제 2항은 시험시기와 향시, 한성시의 정원 수, 시험시기에 있어 

생원시와의 선후 계와 응시자의 나이제한을 규정한 것이다. 3항은 시험의 주

청  녹명에 한 규정이다. 진사시의 시행 규정에 해서 언 된 부분을 살

펴보면, 문과와 같이 3년에 한번 보는 식년시로 시행하며 향시와 한성시의 정원

은 생원시와 동일하게 거행하도록 되어 있다. 시험과목은 부(賦)와 배율십운시

(排律十韻詩)로 하며 각각 50명씩 총 100명을 선발하도록 하 다. 이는 고려 충

숙왕 7년(1320)년에 변경한 국자감시의 고시과목과 일치하는데, 두 개의 고시과

목을 제시하고, 각각 따로 선발하는 선발방식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맹균이 제안

한 진사시 시험방식은 고려 말기의 그것과 크게 차이가 없다. 4항은 문과 장

의 고시과목을 종  논(論)에서 부(賦)와 배율십운시(排律十韻詩)로 바꾼다는 내

용이다. 제술과목을 시와 부로 변경하며, 그 변경한 사항도 진사시의 고시과목과 

일치시키려 하 다. 이는 진사시와 문과 장 간의 연계를 둠으로서, 좀 더 강력

하게 시학진흥책을 펼치려 했다는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과 장에 부와 

10운시(十韻詩)를 논 신으로 시험하자는 이 4항의 주장은 사간원 등의 반 로 

시행되지는 못하 다.101) 제 5항은 성균 을 비롯하여 사부학당  지방 향교의 

학생들에 한 시학교육 강화책이라 볼 수 있다. 이는 곧 태종  권근 이래로 

시행되어 오던 춘추과시에 한 구체 인 언 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6-8항은 문신에 한 시학진흥책으로서, 이 역시 권근의 ｢권학사목(勸學事目)｣ 

이래로 시행해오던 문신춘추 월부시법(文臣春秋仲月賦詩法)의 구체 인 시행규

정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상소에서 이맹균은 당시 과거제도의 문제 을 두 가지로 들고 있다. 하나

101) 세종실록 19년 6월 1일(을미) : 一, 詞章雖不可以偏廢, 然必先究孔、孟之 , 有餘

力, 然後可以及之。 夫幼學 , 壯行之本, 窮養 , 達施之源. 若不先窮聖賢之書, 徒事月

露之學, 役志於雕篆, 留心於格律, 則氣已餒而意已蕩, 尙何壯行達施之可望乎? 古人至以

稂莠蟊賊爲喩, 的非過論也. 自科擧罷講以來, 擧國子弟視經籍如筌蹄, 以抄集爲良媒, 帖

紙成篇, 浮靡成風, 雖有禁網, 不復制矣. 今 文科中場, 加試十韻詩, 又設進士試, 尙

詞章, 是所 敎猱升木, 如塗塗附也. 今聞業科擧 , 以李、杜爲孔、孟, 以諸子爲經書, 

偸章盜句, 徒事摹倣而已. 是則於學 必無幼學壯行之資, 而國家又無設科得人之効. 聖朝

右文 化之日, 反有如是之弊, 良可歎已. 況以詞章取士, 乃高麗之弊法, 豈可蹈襲於今日

乎? 願罷中場十韻詩, 去華取實, 以光聖代文明之治, 革進士試, 以杜初學趨末之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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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시 조선의 과거제도가 건국 이후 제술(製述)과 강경(講經)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 오직 시(詩)에 해서는 고시과목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

에 해서는 모르는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  재

능이 온 하게 갖추어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이

게 문사들이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리를 채용하고자 하여도 그 

능력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고려의 경우를 참조하여, 조선에서도 진

사시를 다시 시행해서 시학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 다. 여기서 주목할 

은 이맹균이 시학을 배우는 시기에 해 ‘묘년(妙年)’ 즉 청소년기로 언 한 부

분이다. 조선 후기 문인들이 과시(科詩)를 학습하던 시기가 체 으로 10 에서 

20  반에 해당한다는 을 고려한다면,102) 조선 기에도 시를 학습하는 것

은 어린 나이에 공부해야 할 일로 인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진사시에서 시

험한 시는 조선의 문인들에게 있어 어린 시 에 교육받아야 할 하나의 필수과목

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맹균의 제안은 받아들여져서, 진사시는 세종 20년부터 다시 시행되었고 문

과 장 고시과목에도 시를 포함시켰으나, 그 지 는 생원시보다 아래에 두었다. 

컨 , 진사시에 입격한 사람이 생원시에 응시하는 것은 허용되었으나, 그 반

의 경우는 지되었다는 , 생원시와는 달리 진사시에만 25세 이상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게 한 연한법의 조항을 둔 , 그리고 성균 에서 진사는 반드시 

생원보다 아래에 앉게 했다는 , 마지막으로 진사시 지원자들에 해 녹명(錄

名)할 때 교생(校生)을 제외하고는 ｢소학｣과 ｢가례｣를 강하는 학례강(學禮講)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103) 그리고 진사시의 고시과목을 시(詩)와 부(賦) 에 선

택해서 응시하도록 한 104) 등이 진사시를 생원시와는 같은 상의 시험으로까

102) 장유승(2013), ｢科時의 형식과 문체  특징｣,  동한문학 19집, p.27. 

103) 세종실록 20년 1월 14일(기해) : 禮曹〔啓〕: “進士試, 但是勸勵 子之方, 名時, 

除講《 學》《家禮》, 唯貢生依生員試例, 講經書, 方許赴試.” 從之.

104) 생원시가 의의(疑義) 두 편을 써야 합격할 수 있었던 시험이었지만, 진사시는 시 

50명, 부 50명으로 나 어 선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생원시와 달리, 시와 부 에서 

선택해서 응시가 가능했던 진사시는 생원시보다 한 단계 아래의 시험이었다. 물론 이

후에 응시자가 시와 부 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시 이 선택하는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진사시와 생원시는 동등한 상을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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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균 에서 진사의 원 (圓點)

규정은 생원의 원 규정과 같이 시행되었는데,105) 진사 이 의 등이 생원이 

반드시 진사보다 에 앉는다는 규정에 해 불만을 제기하 으나,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6) 

이 당시 진사시의 규정 에서 특이한 은 응시연령을 25세 이하로 한정한 

연한법(年限法)이다. 이 연한법은 생원시에는 용되지 않았고, 진사시에만 용

되었다. 연한법은 고려 공민왕 에 국자감시에서도 나타나는데, 국자감시의 연

한법은 응시가 가능한 최소연령을 15세로 한정한 것이었다. 응시가 가능한 최소

나이를 규정한 이유는 문벌귀족의 자제들이 지나치게 일  벼슬길에 오르는 것

을 막고, 학교에서 수학할 학생들을 확보하기 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이 시기 진사시의 연한법은 국자감시의 연한법과는 달리, 응시자 나이의 상한선

을 25세로 규정한 것이었다. 이는 조선 기에 진사시를 시행한 목 이 료를 

선발하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는 을 잘 드러내며, 성균 이나 외(中外)의 

학당(學 ), 향교(鄕校) 학생들에게 학업을 권장하기 한 목 의 시험이라는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진사시 시행을 결정한 바로 다음 해인 세종 18

년(1436)에 오부학당(五部學 )에서 공부하는 동몽(童蒙)들을 상으로 시부학습

을 강화하게 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107) 

이상을 종합해서 볼 때, 세종 17년 이맹균의 ｢시학흥학조건(詩學 行條件)｣은 

105) 세종실록 20년 8월 13일(을축) : 議政府又據禮曹呈啓: “進士圓點之式, 一依生員例” 

從之.

106) 세종실록 21년 1월 11일(경인) : 禮曹 進士李寬義等上書議啓曰: “生員進士坐次, 

成均館曾報本曹, 本曹據受敎, 進士坐於生員之下...( 략)...《論語》注曰: ‘人能操無欲上

人之心, 則人欲日消, 天理自明.’ 《 學》曰: ‘先生施敎, 弟子是則.’ 今進士試, 爲勸勵

初學之方, 爲進士 所當勉學日進. 況於生員試, 誰禁之而不爲歟? 不此之顧, 以初學之士, 

纔入成均禮義之場, 不顧自己文才不足, 徒以陵人 己之欲, 不從禮曹、成均之令, 又不畏

受敎已定之法, 率然群聚上 , 其狂僭甚矣. 如此陵人狂僭之風, 漸不可長. 如以進士等上

, 而生員進士, 均是學生, 勿論高下, 尙齒而坐, 則今升補寄齋五部生徒, 亦可坐於生員

進士之上矣. 以此觀之, 進士試可革, 姑令成均館劾其主 , 論罪爲便...(후략).

107) 세종실록 18년 5월 24일(기축) : 議政府據禮曹呈啓: “五部學 , 六月課試, 敎官素

不以詩學爲敎, 故雖日令賦詩, 徒爲廢學而無益, 至於童蒙, 不能賦詩 , 亦不讀書, 廢學

尤甚 自今五部生徒可以學詩 , 于中部學 , 擇各部敎官之知詩 數人, 日令訓誨。 文

臣依前例輪番而往, 出題賦詩, 第其高下, 其童蒙未能賦詩 , 令留司敎官敎誨.”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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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진사시를 복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진사시의 시행과 동시에 

문과의 장을 시부로 바꾸려 하 으며, 성균 과 학당, 향교에 모두 시 학습이 

요구되었다. 더 나아가, 문과의 고시과목까지 변경하려 했으며 직에 오른 문신

(文臣)들에게까지 시 학습을 요구한, 상당히 포 인 교육정책이었다. 이는 진사

시의 시행이 단순히 소과의 종류를 1개에서 2개로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교

육 반과 문과의 고시과목까지 연계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었음을 드러낸다. 

세종  진사시 복설과 학교에서의 시 학습 강화는 조선이 추진했던 기존 정

책과는 방향이 많이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료들의 반발 한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진사시 시행 이후에 진사시의 폐지와 제술 주의 문과를 강경 주로 바

꾸자는 상소들이 여러 차례 올라온다. 사헌부는 진사시가 시행되기도 인 세종 

19년에 지 의 사풍(士風)이 이백과 두보를 공자와 맹자처럼 여기고 제자서(諸

子書)를 경서처럼 여겨 모방과 표 을 일삼는다며 강하게 비 했다. 특히 문과 

장에서 십운시(十韻詩)를 시험하는 것은 ‘고려의 잘못된 법을 따르는 것’이라

면서 문과 장에서 시를 시험하지 말 것과 진사시의 폐지를 주장했다.108) 

｢시학흥학조건(詩學 行條件)｣에서 규정된 진사시 고시과목은 고려 국자감시

와 비교했을 때, 변화한 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해 세종 20년(1438) 

6월 최만리는 진사시에 한 개 안을 올린다. 

집  직제학 최만리(崔萬理) 등이 상소하기를,

“국가에서 다시 진사시를 설치해 고부(古賦)와 배율십운시를 채택한 것은 시학

(詩學)을 일으키기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응시생들의 10운시(十韻詩)

를 보면, 모두 조(고려)의 폐습을 그 로 좇아 破題, 直 , 反 , 景句, 引證方

今의 격에 구애되고 있으니, 말하려는 뜻이 구속될 뿐만 아니라, 시권(試券)에 

108) 세종실록 19년 6월 1일(기미) : 詞章雖不可以偏廢, 然必先究孔、孟之 , 有餘力, 

然後可以及之. 夫幼學 , 壯行之本, 窮養 , 達施之源. 若不先窮聖賢之書, 徒事月露之

學, 役志於雕篆, 留心於格律, 則氣已餒而意已蕩, 尙何壯行達施之可望乎? 古人至以稂莠

蟊賊爲喩, 的非過論也. 自科擧罷講以來, 擧國子弟視經籍如筌蹄, 以抄集爲良媒, 帖紙成

篇, 浮靡成風, 雖有禁網, 不復制矣. 今 文科中場, 加試十韻詩, 又設進士試, 尙詞

章, 是所 敎猱升木, 如塗塗附也. 今聞業科擧 , 以李, 杜爲孔, 孟, 以諸子爲經書, 偸章

盜句, 徒事摹倣而已. 是則於學 必無幼學壯行之資, 而國家又無設科得人之効. 聖朝右文

化之日, 反有如是之弊, 良可歎已. 況以詞章取士, 乃高麗之弊法, 豈可蹈襲於今日乎? 

願罷中場十韻詩, 去華取實, 以光聖代文明之治, 革進士試, 以杜初學趨末之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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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마음 로 배율을 구사하지도 못해 아주 비루

합니다. 실로 이러한 폐습을 제거하지 못하고서 시학을 일으킬 것을 바라는 것

은 어려울 것입니다. 신이 바라건 , 출제(出題)는 재 춘추부시(춘추 월부시)

와 같이 하되, 반드시 경·사·자·집(經史子集)의 긴 구 을 따서 제목을 낼 필요는 

없으며, 문체는 당시의 배율십운에 의거하여 오언(五 ) 혹은 칠언(七 )으로 짓

되, 각자 잘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하여, 작성(作成)하는 공을 새롭게 하기를 바

랍니다. 그리고 미리 경외의 원으로 하여  이를 통고하여 연습하게 하고, 시

험하는 날에 이르러서도 역시 이 격식에 의하여 하게 하옵소서.  그 100명 

에서 시와 부를 반드시 서로 반반으로 하지 말고, 부에 능한 자가 많으면 부를 

많이 취하고 시를 잘하는 자가 많으면 시를 많이 취하게 한다면, 국가에서 법을 

세운 본의에 거의 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드디어 조에 내렸다.109)

최만리의 상소는 세종 20년 2월에 진사시가 다시 시행되고 나서 불과  달 

뒤에 올라왔다. 최만리는 진사시가 오히려 응시생들의 문체를 비루하게 만들고 

고려 의 문체를 학습하게 한다고 지 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최만리가 제시한 책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먼  시험 문제에서 경사

자집(經史子集)의 긴 구 을 따서 시제(詩題)를 길고 어렵게 내는 행을 없애자

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고시과목에 있어서 오, 칠언시 등의 다양한 형식의 문체를 

시 (試官)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후 조선 진사시에서 보이

는 과체시(科體詩)가 부분 7언 36구 내지 7언 44구의 장편시라는 을 감안했

을 때, 이 때 바  규정으로 하는 조선 과체시(科體詩)의 직 인 모체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110)

조선의 과체시(科體詩)는 국 과거제의 문체 던 팔고문(八股文)과는 조  

109) 세종실록 20년 6월 11일(계해)  : 集賢殿直提學崔萬理等上疏曰: 竊 國家復立進士

試, 取以古賦 排律十(歆)〔韻〕詩, 所以 起詩學也. 近觀試生十韻之體, 一循前朝弊習, 

拘於破題直 反 景句引證方今之格, 非惟設意拘束, 每卷辭語, 率皆牽合, 不能隨意排律, 

鄙陋莫甚 苟此習不祛, 而望其 於詩也難矣. 臣等願出題依今春秋等賦詩, 不必摘出經書

子集長句爲題. 其製作之體, 依唐詩排律十韻, 或製五 , 或製七 , 隨其所長, 以新作成

之功, 令京外官通諭(隷)〔肄〕習, 至於試年試取之日, 亦依此格. 且其百數詩賦, 不必

相半, 若能賦 多, 則多取賦; 能詩 多, 則多取詩, 庶不戾於國家立法之意. 乃下禮曹.

110) 장유승(2003), ｢朝鮮時代 科體詩 硏究｣, 韓國漢詩硏究 11집. pp. 422-4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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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랐는데, 팔고문(八股文)은 그 구조가 제(破題), 승제(承題), 기강(起講), 입수

(入手)( 는 출제(出題), 제(領題)등), 기고(起股), 고(中股), 후고(后股), 속고

(束股)의 8개의 부분으로 만들어졌으며 팔고문(八股文)의 이름도 여기에서 유래

되었다.111) 이에 비해, 조선의 진사시에서 쓰 던 시의 형식은 7언이 부분이었

고 경 이나 사서의 한 구 을 뽑아 제명으로 삼아 그 뜻을 풀이하는 내용으로 

지었다. 출제경향으로 보아도 ｢시경｣, ｢좌 ｣, ｢주역｣ 등 기본 인 경 의 본문

과 주석이 많았고, ｢소학｣이나 ｢성리 ｣ 등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다고 한다. 다

만 조선시  과시의 형식은 획일 이거나 고정 이지 않다는 에서 일반 한시

의 학습보다 선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112) 그리고 그 정식(程式) 한 체 인 

윤곽만 제시했을 뿐, 강제  구속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성 의 고하를 결

정하는 기 은 시제의 출   의미 악, 시상의 개, 고의 인용능력 등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113) 진사시의 고시과목을 두고 이 시기 료들이 자주 ‘

학(初學)’들이 배우는 것이라 말한 것도 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만리의 제안으로 진사시 고시과목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조선 창기의 

진사시가 고려 국자감시의 고시과목과 다른 이 거의 없었다는 을 감안한다

면, 최만리의 상소는 진사시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진사시는 세종 20년과 23년, 두 번에 걸쳐 시행되었다. 20년에 실시된 진사시

에서는 신숙주(申叔舟) 등을 진사로 선발했고,114) 23년에는 이석형(李石亨) 등을 

선발하 다.115) 그리고 이를 마지막으로 진사시는 세종 26년에 폐지된다.116) 폐

111) 孙培青, 杜成宪(2009), 中国敎育史, 华东师范大学出版社, pp.253-255 참조.

112) 장유승(2013), ｢科詩의 형식과 문체  특징｣,  동한문학제39집, p.29.

113) 김동석(2008), ｢朝鮮時代 科體詩의 程式 察｣,  동한문학제28집, p.70.

114) 세종실록 20년 2월 7일(신묘) : 取進士申叔舟等一百人.

115) 세종실록 23년 2월 10일(정축) : 丁丑/取進士李石亨等一百人, 御勤政殿放榜。 時

著令, 年二十五歲以下赴進士試, 擧子或有冒年鑷鬚 .

116) 세종실록 26년 2월 1일(신사) : 辛巳朔/議政府據禮曹呈啓: “進士試, 國初已革。 且

當式年, 自春正月至夏四月, 進士生員文科館試漢城試 試, 連續試取, 日期逼迫, 精 爲

難, 冒濫之弊, 容或有之. 況於文科初場, 復立 講之法, 群至京師, 累日試講, 弊 妨農。 

乞革進士試.”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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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된 이유는 두 가지로 언 되어 있다. 첫 번째는 세종 25년 10월, 문과의 장

을 강경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거강경정식(科擧講經程式)｣이 채택되었

다는 이며,117) 두 번째는 세종 26년 생원시에서 있었던 부정행 사건이었다. 

세종 17년 이맹균의 상소로 진사시가 시행되고 문과 장에서 부와 십운시 

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변경되었지만, 진사시의 와 문과 장을 다시 강경

으로 변경시키기를 주장하는 상소들은 여러 차례 올라왔다.118) 그러다 세종 25

년 ｢과거강경정식｣에서는 문과 장을 기존 제술에서 강경으로 다시 변경하

다. 이것이 진사시를 폐지에 요하게 작용한 이유는, 문과 장을 강경으로 하

게 되면 문과 시행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었다. 응시자들 입장에서 시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생업에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문과 장을 강경으로 

변경하기 해서는 시험제도를 체 으로 조정해야만 했다.119) 실제로 세종 26

년(1444)은 가뭄까지 매우 심하게 닥쳐 생원시까지 지하자는 상소가 있을 정

도 기 때문에120), 진사시까지 시행하기에는 실 으로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같은 해에 생원 한성시 과장에서 응시생 두 사람이 리 시험을 본 

사건이 일어났는데,121) 진사시의 경우도 응시자  25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속여 들어와 신 시험을 치르는 부정행 가 많다는 이 지 되었다. 

117) 세종실록 25년 12월 3일(계미) : 議政府據禮曹呈啓: 科擧講經程式, 一依《元》,

《續六典》及各年受敎已行格例施行, 其中損益節目, 今更磨勘以啓...(후략)..

118) 세종실록 19년 9월 경인, 세종실록 19년 9월 신축, 세종실록 21년 정월 경인, 

세종실록 21년 4월 갑오, 세종실록 21년 5월 갑인, 세종실록 23년 7월 을묘.

119) 세종실록 26년, 2월 1일(신사) : 辛巳朔/議政府據禮曹呈啓: “進士試, 國初已革。 

且當式年, 自春正月至夏四月, 進士生員文科館試漢城試 試, 連續試取, 日期逼迫, 精

爲難, 冒濫之弊, 容或有之. 況於文科初場, 復立 講之法, 群至京師, 累日試講, 弊 妨

農。 乞革進士試.” 從之.

120) 세종실록 26년 7월 15일(임술) : 上 承政院曰: “獻議 曰: ‘今年旱甚, 請停生員

試.’ 其下政府六曹議之. 又獻議 曰: ‘爕理非不至也, 而旱乾至此. 《禮記》, 雖經秦火, 

傳至于今, 稱爲聖經. 月令所載 凡所施爲, 恐或未盡施行, 以致旱乾.’ 其 月令以聞.”

121) 세종실록 26년 1월 25일(을해) : 禮曹參議趙遂良啓: “場中冒濫之事, 臣等亦嘗聞之

矣. 然無據依, 未得推劾, 今三館見推報本曹。 臣等以 如此冒濫 , 非獨此也, 中外亦多

有之. 更試則事緩, 不然則取人之道不正, (侍)〔待〕秋更試何如? 且進士試, 賦 十韻, 

皆不合格, 固無益於取人, 請罷進士.” 上曰: “卿等之 然矣.” 乃下政府議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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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세종 진사시를 다시 없애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122) 결국 진

사시는 이 해에 문과 장이 강경으로 진행됨에 따라 박하게 된 일정문제와 

그즈음 벌어진 과거부정사건으로 인해 폐지되었다.123) 문과 장이 강경으로 변

경되고 진사시가 폐지되면서, 문과  생원시의 시험 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

는 조항이 마련되었고,124) 강경의 평가기 을 제시한 ｢문과강경 목(文科講經節

目)｣도 뒤이어 제정되었다.125) 그러나 단지 이런 이유만으로 진사시를 한 것

에 한 반 의견이 제기되었으나,126)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종  진사시 시행논쟁을 보면 진사시를 시행하려 했던 기본 인 목 이 

잘 드러난다. 진사시를 시행하려 했던 기본 인 목 은 학교제도, 특히 향교와 

학당을 활성화시키려는 데 있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정곤과 정종본의 상소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들이 진사시를 시행하자고 주장했던 이유는 학교에 학생들을 

122) 세종실록 26년 1월 27일(정축) : ...“進士之試, 增長童稚辭氣, 不可不立.” 予乃復之, 

以二十五歲以下 , 許令赴試. 且貢生免鄕之法, 雖高麗奉翊、我朝通政, 亦不許免鄕, 今

纔中進士試而免鄕, 亦爲過矣. 又聞雖年過三十四十之人, 所居官減年以報, 則三館雖欲糾

擧, 終不能矣. 因此冒年之人, 製給童(雉)〔稚〕 頗多, 永罷進士試, 待秋更試生員何

如?”...

123) 각주 120)과 동일. 

124) 세종실록 26년 2월 4일(갑신) : 擧子等生員進士外, 承蔭升補生徒則成均館, 學 生

徒則各其部學官, 每當式年, 生徒年甲、曾讀經書製述實迹, 皆 于名下, 報本曹; 其從仕

人及私自讀書 則各其所居部學據告狀曾讀經書製述實迹, 分揀 名, 報本曹, 照過漢城

府, 然後方許 名. 且外方鄕校生徒及私自讀書人則各其所居官守令, 亦依此例, 曾讀經書

製述實迹, 敎官 學長分揀都目狀施行, 報于觀察使, 移牒都 所, 亦許 名. 其中外官吏

徇私妄報 及生徒冒濫求入 , 依律治罪....

125) 세종실록 26년 2월 9일(기축) : 禮曹啓文科講經節目. 一, 句讀訓釋, 皆不錯誤, 講

論雖不該通, 不失一章大旨 , 爲粗通. 一, 句讀訓釋皆熟, 講論詳明, 雖通大旨, 未至融貫

, 爲略通。一, 旣能句讀, 明白訓釋, 辨說無疑, 開析義理, 融貫旨趣 , 爲通. 一, 句讀

訓釋、義理旨趣, 旣皆曉釋, 又能連上接下, 曲暢旁通, 融貫一書大旨, 深得 意之表 , 

爲大通. 一, 聖賢之書, 義理無窮, 故學 所傳或異。 試官等當講經時, 生徒句讀及釋義, 

或異於己, 指爲不通 有之, 今後生徒所見雖異, 文義皆通, 則試官等勿拘己見, 以從衆議. 

至如講經後出栍時, 粗略通大通講栍之數從多, 若栍數相等, 則從下栍施行. 從之.

126) 세종실록 26년 1월 29일(기묘) : 王世子講書筵, 左文學魚孝贍申曰: “今以冒濫, 罷

進士生員試. 冒濫 則停擧宜矣, 各道儒生佇待式年, 今當 年, 裹糧來京, 若以數人之罪, 

緣及無辜, 恐傷和氣. 且進士試則永革可也, 生員試則不宜竝停也.” 世子答曰: “何必生員

進士, 然後得人才乎?” 孝贍又申曰: “中生員 , 次年登第, 必多於古榜生員矣. 是無他, 

因喜氣勤學故也.” 世子答云: “予當啓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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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많이 오게 해서 학교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 다. 

이를 해서 제시했던 유인책은 도회(都 )에서 시부(詩賦)와 경의(經義)를 

동시에 시험하도록 하고 우등자에게는 생원시 회시( 試)에 직부(直赴)시키는 특

혜를 주는 것이었다. 이는 생원시와 도회의 연결고리를 강화함으로써, 향교와 학

당에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오게 하려는 목 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도회의 

변화는 진사시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회에서 의의(疑

義)에서 우수한 성 을 거둔 사람은 생원시 복시에 직부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시부로 우수한 성 을 거둔 사람은 생원시 복시에 직부되면 시

부가 아닌 의의를 시험보아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원시에 시부과를 새로 

설치하자는 주장이나 혹은 아  시부를 시험하는 진사시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

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러한 도회를 통한 향교와 학당의 활성화를 추진했던 당

시 학교정책에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 시행되었던 교 확보책도 진사시 시행을 가능하게 했던 조

건으로 보인다. 본래 향교의 교 은 문과 합격자가 우선 으로 가는 것이 원칙

이었으나, 3년 단 로 33명만을 선발하는 문과 제자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세종 에 생원과 진사 에 교도를 선발하

여 향교에 배정하는 안이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지방교육정책에 합한 담당자

를 권  있는 학자집단 에서 선발하려고 했던 시도로 보인다. 결국, 일정 수

의 자격을 갖춘 교 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기존의 생원 뿐만 아니라 진사를 추

가로 선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세종  진사시 시행에 한 논쟁은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의 연계를 강화하려 

한, 조선 기 교육정책의 기본방향을 보여 다. 그리고 생원시에 진사시를 추가

로 시행하자는 주장에는 반드시 향교와 학당과의 연계가 고려되었다. 결국 진사

시를 시행하는 문제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선 안에서 고

려되었으며, 조선 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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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종 연간 : 진사시 제도의 확립

진사시는 문종(文宗) 에 들어와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된다. 문종이 진사시

를 다시 시행하려는 이유에 한 명확한 언 은 실록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단

지 문종이 진사시를 시행하려는 이유를 ‘시부로 선비를 선발하는 것은 본조의 

고사(古事)’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이다.127)  

진사시를 다시 시행할 움직임은 문종이 즉 한 해(1450)부터 보이기 시작했

다. 앞선 세종 말기인 1444년과 1447년의 문과가 장을 강경으로 변경된 것은 

진사시가 폐지된 요한 이유  하나 다. 그러나 문종 즉 년인 1450년의 문

과 장(初章)은 다시 제술로 시행되는데,128) 이는 진사시를 복설할 수 있게 한 

상황  조건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년 뒤, 문종은 유자(儒 )들로부터 진

사시를 다시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다는 말과 함께 진사시를 복설하려고 하

다.129) 이로부터 한 달 뒤에 조는 ｢진사시취조건(進士試取條件)｣을 마련하 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禮曹)에서 진사(進士)의 시취 조건(試取條件)을 아뢰었다.

“1. 십운시(十韻詩)는 제(破題)에서 경귀(景句)를 바로 말하게 되나, 지 의 격

조(格調)는 비루(卑陋)함이 매우 심합니다. 옛날 작품(作品)을 베껴 써서 다투어 

서로 도습(蹈襲)하므로 제술(製述)이 쉬워져서 모람(冒濫)하는 폐단을 열어 놓았

습니다. 바라옵건  10운(十韻)은 없애버리고 진사(進士)도 생원(生員)을 시험하

는 (例)에 의거하여 모두 고부(古賦)와 고율시(古律詩) 의 1편(篇)으로써 뽑

도록 하며, 율시(律詩)는 6운(六韻) 이상을 시험하고, 고시(古詩)는 10운(十韻) 이

상을 시험하고, 오언시(五 詩)와 칠언시(七 詩)는 시 (試官)이 그때에 임하여 

정하도록 하소서.

127) 문종실록 2년 3월 12일(을사) : 命禮曹曰: “詩賦取士, 本朝故事, 復進士試, 合行

條件, 商議以啓.”

128) 문종실록 즉 년 8월 18일(기축) : 傳旨禮曹: “今庚午年文科, 姑除講經, 代以製述.”

129) 문종실록 2년 2월 2일(병인) : …上又曰: “復立進士, 予已知卿等不可之意, 然儒

多有獻議, 予欲復立, 更議以啓.” 南智, 金宗瑞曰: “臣等前 悉陳其弊, 今上更欲復立, 命

更議, 臣等不勝惶懼. 此事非有大關利害, 因前規試取便.” 鄭苯 許詡曰: “臣等前 , 各執

所見已啓, 不可復立之意.” 上曰: “予今不斷, 臨時更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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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국정운(東國正韻)》은 이미 고 (古今)의 운서(韻書)를 참작하여 정한 것

이므로 운(韻)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장애(障礙)가 없으니, 빌건  《 부운(禮

部韻)》과 같이 략 주해(注解)를 내어서 거자(擧子)로 하여  압운(押韻)하는 

데 쓰도록 하소서.

1. 자에 연한(年限)의 법을 세운 것은, 개 10운(十韻)이 무 가볍기 때문에 

장년(壯年)한 사람은 모람(冒濫)하기가 쉬운 까닭이었습니다. 비록 연한(年限)이 

있더라도 나이를 속인 사람이 자못 많으니, 지  만약 시(詩)·부(賦)를 합하여 진

사를 뽑는다면 마땅히 연한(年限)을 없애고 리 취재(取才)하소서.

1. 생원(生員)의 (例)에 의거하여 《가례(家禮)》와 《소학( 學)》을 강(講)하

게 하소서.

1. 진사(進士)와 생원(生員)을 각기 따로 시험해 뽑는다면 방방(放榜)·유가(遊街)

하는 이외에, 지방의 유생(儒生)이 수십 일 동안이나 유련(留連)하게 될 것이니 

번거로운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빌건  같은 때에 한 곳에서 하루 걸러서 

시험해 뽑도록 하고 방방(放榜)은 좌우(左右)로 나 어 서로 번갈아 이름을 부르

게 하소서.

1. 지  시(詩)·부(賦)의 두 편(篇)으로써 인재(人才)를 뽑는다면 생원시(生員試)

와 이미 경 (輕重)이 없을 것이니, 나이 차례 로 섞여 앉게 하여 장유(長幼)의 

순서를 다투는 풍습(風習)을 막도록 하소서.”

하니, 임 이 그 로 따랐다.130)

문종  ｢진사시취조건(進士試取條件)｣은 앞서 세종  ｢시학흥학조건｣에서 

제정된 진사시 시행규정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변화한 이 보인다. 먼  시험

의 상이 생원시와 같은 시험으로 격상되었다. 종 에 25세 이하만이 응시할 수 

있게 한 연한법을 없애고, 선발한 진사와 생원이 성균 에서 앉는 순서 역시 생

원과 진사를 차등을 두게 했던 종  법을 바꿔 진사와 생원이 나이 순으로 앉게 

130) 문종실록 2년 4월 4일(무진) : 禮曹啓進士試取條件: “一, 十韻詩有破題直 景句, 

方今之格, 卑陋莫甚. 繕寫故作, 爭相蹈襲, 製述旣易, 遂開冒濫之弊, 乞除十韻, 進士依生

員試例, 皆以古賦及古律詩中一篇取之, 律詩則六韻以上, 古詩則十韻以上, 五七 , 試官

臨時定之. 一, 《東國正韻》, 旣已參酌古今韻書定之, 於用韻無所防礙, 乞如《禮部韻》, 

略出注解, 令擧子用以押韻. 一, 前 立年限之法, 蓋以十韻太輕, 年壯 易以冒濫也. 雖

有年限, 冒年 頗多, 今若合詩賦取之, 則宜除年限, 以廣取才. 一, 依生員例, 講《家

禮》,《 學》. 一, 進士 生員, 各別試取, 則放牓遊街外, 及方儒生累朔留連, 不無煩弊. 

乞於一時一處間, 日試取, 放榜分左右, 相間唱名. 一, 今以詩賦兩篇取才, 則 生員試, 旣

無輕重, 令齒序間坐, 以杜爭長之風.”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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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생원시에서 실시하던 ｢학례강(學禮講)｣을 진사시에도 실시하게 하 다. 

세종 의 진사시는 고부 50명, 배율십운시 50명으로 나 어 선발하던 방식

이었지만, 문종 의｢진사시취조건｣에서는 진사시를 두 과목으로 나눠 선발하지 

않고, 생원시와 마찬가지로 시와 부 에서 1편으로 정했다. 

그리고 고시과목은 부(賦)와 배율십운시에서 고부(古賦) 1편과 고시(古詩), 율

시(律詩)  1편으로 변경되었다. 기존 배율십운시가 제(破題)에서 바로 경귀

(景句)를 말하게 되어 난이도가 지나치게 쉬운 문제가 지 되었기 때문에, 난이

도가 좀 더 높은 고시와 율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단, 동국정운과 부운과 같

은 운서를 편찬해서 응시자들이 압운(押韻)을 구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

다. 경국 에 보면, 시험장에 운서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는데, 아

마 이 시기부터 진사시 과장(科場)에서도 운서(韻書)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가

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원시와 진사시 복시 응시자에게 모두 소학과 가례를 고강하게 

하는 ｢학례강(學禮講)｣을 실시되었다. 진사시 응시자에게도 ｢학례강｣을 요구했다

는 것은, 진사시에 응시자에게도 가장 기본 인 경서의 이해를 요구하게 되었다

는 에서 의미가 있다. ｢학례강｣의 실시는 생원시와 진사시를 같은 지 의 시

험으로 우하게 되었다는 것과 함께, 진사시라고 해서 단순히 시와 부를 짓는 

문  능력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생원시와 진사시의 시행일 간격도 정비되어 진사시를 시행하고 하루 지난 뒤

에 생원시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는 세종 26년에 진사시가 폐지된 이유  하나

가 한 해에 진사시, 생원시, 문과를 연달아 운 해야 하는 데서 오는 번거로움과 

응시자들이 겪어야 했던 경제  부담이었다는 을 감안하여 시행한 조치로 보

인다. 지방의 응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생원시와 진사시를 같은 시기에 시행하

면 한양과 지방을 오가는 수고가 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종은 일  서거하는 바람에 진사시의 시행을 보지 못한다. 뒤를 이

은 단종 즉 년(1455) 6월에 집 은 다시 진사시 시행을 건의하는 상소를 올

려 ｢진사시취조건｣을 유지한 진사시 시행규정을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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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부(詩賦)가 한 유자(儒 )의 일이니 사장(詞章)이라 하여 익히지 않을 수 없

습니다. 그윽이 보건  수나라·당나라 이래로 사부(詞賦)를 써서 선비를 취하 는데, 

우리 나라의 진사시가 한 이 뜻입니다. 지난번에 한 두 응시자가 속이고 잘못됨으

로 인하여 드디어 폐지하고 회복하지 않았는데, 빌건  다시 진사시를 세워 유학(幼

學)의 선비로 하여  강학하는 여가에 겸하여 사부(詞賦)를 익히되, 다만 십운시(十

韻詩)를 제하고 모두 고부를 쓰고 고율시(古律詩) 의 한 편(篇)을 더하소서.131)

 집 의 상소를 보면, 문종  진사시취조건에서 고부 1편, 고시와 율시 

 1편으로 규정한 고시과목이 그 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12월

에는 세종 26년에 시행되었던 진사시 규정에 의거해서, 진사시 시의 지역별 입

격자 수를 규정하고 기타 제반규정을 정비하게 된다.132) 

그리고 성종 에 경국 (經國大典)을 제정한 즈음에 고시과목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국 에서 규정한 진사시 고시과목을 보면, ｢진사시취

조건｣에서 율시(律詩)가 탈락하고 부 1편과 고시(古詩), 명(銘), 잠(箴)  1편으

로 변경되었다.경국 에서 명과 잠이 추가된 이유에 해서는 실록에서조차 

언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진사시가 시행 기부터 시부를 통한 문  능력만을 

요구하는 시험이라는 비 이 계속되었던 만큼, 명과 잠을 추가함으로써 이러한 

비 에서 벗어나기 한 조치 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명과 잠은 실제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 조  제정된 속 (續大典)에서는 고시과목에서 탈락

하게 된다. 

진사시는 이후에 갑오개 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되기 까지 제도 자체의 존

폐를 주제로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명종이 즉 하고 나서 1550년 에 

과거제도의 정비가 시도되는데, 1553년에 ｢과거사목(科擧事目)｣과 ｢신과거사목

131) 단종실록 즉 년 6월 21일(임오) : (…)一, 詩賦, 亦儒 之事, 不可視爲詞章, 而不

之習也. 竊觀, 隋唐以來, 用詞賦取士, 我國進士試, 亦此意也, 向因一二擧子之冒濫, 遂廢

不復, 乞復立進士試, 使幼學之士, 講學之餘, 兼習詩賦, 但除十韻詩, 悉用古賦, 加以古律

詩中一篇. 下禮曹議之, 禮曹啓: “集賢殿上書內第一條, 居館年久 , 歲抄推薦事; 第四條, 

試講經入格 , 限年差補敎 事; 第十二條, 復立進士試事, 依獻議施行.” 從之.

132) 단종실록 즉 년 12월 26일(갑인) : 議政府據禮曹呈啓: “今復立進士試, 請依甲子

年例, 漢城試取二百人, 京圻七十人, 忠淸全羅道各七十五人, 慶尙道一百人, 江原 黃海 

咸吉道各四十五人, 平安道六十人, 試一百人, 其擧子分所及試取時, 詩賦等第分數, 亦

依生員試例.”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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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科擧事目)｣, 1557년에 ｢상정과거규식(詳定科擧規式)｣이 연이어 반포된다. 당시 

조정에서는 진사시와 문과 장에 율부(律賦)를 고시하자는 입장과 기존의 고부

(古賦)를 고수하는 입장이 갈려 다소간의 논쟁이 있었다.133) 고시과목으로 고부

(古賦)와 율부(律賦) 에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련한 논쟁의 원인은 고부와 율

부의 차이 에 그 이유가 있다. 

고부(古賦)는 16세기 반에 시험되었는데, 일반 문학장르로서의 부 구사능력 

즉, 사물과 역사를 보는 통찰력이나 압운 능력,  구성능력 등까지를 종합 으

로 시험하는 양식이었다.134) 그리고 율부(律賦)는 형식  측면에서 문학  역량

을 가장 종합 으로 시험할 수 있는 양식이었다.135) 1554년 즈음에 율부(律賦)가 

문과 장에 고시되었던 례가 없음을 들어 율부(律賦)를 폐지하자는 견해와 이

에 반 하는 견해가 충돌하 는데, 결국 1557년 ｢상정과거규식(詳定科擧規式)｣에

서 율부(律賦)와 고부(古賦) 에 한 문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율부(律

賦)를 선택해 서술한 자에게는 가산 을 주는 방식으로 정해졌다.136) 

그리고 조  속 (續大典)을 편찬하면서 진사시 고시과목에서 명(銘), 

잠(箴) 등을 없애고 고부(古賦) 1편과 고시(古詩) 1편으로 정리한 것137)과, 세부

133) 명종실록 9년 5월 4일(계묘) : 憲府啓曰: “國家之隆替, 係於文章之盛衰; 文章之盛

衰, 係於作成之勤倦。 近來粉袍之輩, 志在摘科, 剽竊之弊大起, 不識文理 , 攘他人之

作, 或有中生員, 進士 , 或有登科 . 弊已極矣. 救弊之策, 不得不爾, 而律賦之議, 所以

起也. 蓋律賦有命韻, 雖遇同題, 勢難攘取, 行之千百年, 萬無僥倖登科之弊. 議 曰: ‘律

賦八角, 其體不同.’ 然唐人 麗人 皆有八角之語, 而《文翰新選》所載律賦, 《東文選》

所載之賦, 體制相同, 豈可 之不同乎? 議 曰: ‘律賦雖用於前代, 我國則循用古賦, 不可

創開類規, 以變祖宗之法.’ 然臣等親見宣德年間, 安省中殿試之卷, 乃周公輔成王, 以化成

天下之賦, 乃律體也. 宣德年間, 乃世宗朝也。 嘗以律賦取士, 則創開新規之 , 亦未細

之過也. 臣等 律賦之體, 始於六朝, 行於唐, 至宋大備, 在乎高麗, 尤爲詳密. 宋之范仲淹 

范鎭 王安石 秦 游及高麗金富軾 崔滋所作, 極合體製。 今之取法, 不在此乎? 大抵八

角押韻, 皆用命韻次第之法, 不可亂. 一從程式可也. 第一角破題之法, 今之儒生, 不知

此法. 其名雖律, 其(失)〔實〕則非, 至於隣韻及上,去,入三聲, 亦不可通用也. 請令大提學, 

商確定式, 更諭中外, 使村巷之士, 皆知程式之體.”

134) 이상욱(2014), ｢조선 科賦의 성립 문제｣, 迾上古典硏究제40집, p.87.

135) 강석 (2013), ｢科賦의 형식과 문체  특징｣,  동한문학제39집, pp.47-48.

136) 김경용(2010), ｢역주 상정과거규식 연구｣, 교육사학연구제 23집 1호, p.7.

137) 大典 通 禮典, 諸科 :【式年進士初試】〖額數〗同生員初試 〇〖製述〗賦一篇古

詩銘箴中一篇 續 賦一篇古詩一篇銘箴今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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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부는 30구, 시는 17, 18구를 채우지 못하면 취하지 않는다.”138) 라고 명

문화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도 인 변화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문종  ｢진사시취조건(進士試取條件)｣은 조선 소과의 제도  기반을 확립했

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세종  시행되었던 진사시도 생원시와 마찬가지로 

성균  입학 자격시험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운 의 면에서 보면 생

원시와 같은 상을 가진 시험이라 보기는 힘들었다. 오히려, 당시 격하게 늘

어난 향교교생으로 인해 생원시 응시자 수가 크게 늘어났었던 상황에 한 임시

방편  책에 가까웠다. 세종  진사시의 시험운 이나 고시과목을 보더라도 

고려 공민왕 의 국자감시에서 크게 달라진 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

종  제시된 ｢진사시취조건｣은 진사시를 생원시와 같은 지 의 시험으로 명확

하게 규정하 고, 고시과목에서도 배율십운시를 없애고 고시와 율시를 시험하는 

것으로 변화를 주게 된다. ｢진사시취조건｣의 제정으로 진사시는 생원시와 같은 

상의 시험으로 규정되었으며, 성균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장학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이게 되었다. 

138) 大典 通 禮典, 獎勸 : …賦不滿三十句, 詩不滿十七八句 , 勿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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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약  결론

이 연구는 고려 말기부터 조선 기까지 진사시 시행 여부를 두고 벌어진 논

쟁과정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조선에서 진사시가 시행된 이유를 알아보는 데 목

을 두었다.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에서 소과 자체를 문과의 비고사로 보아, 

진사시의 시행을 강제논쟁의 결과물 혹은 시학진흥책의 결과로 진사시의 시행과 

폐지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사시의 시행이 학교제도

와 과거제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하는 조선의 기본 인 교육정책이었다는 에 

주목하 다. 

고려 국자감시(國子監試)는 덕종 즉 년(1016)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목 은 

입격자들에게 국자감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것이었다. 고시과목은 시부(詩賦)와 

10운시(十韻詩)를 심으로 구성되었다. 국자감시는 고려 말기에 들어오면서 충

선왕 와 공민왕 에 걸쳐 폐지와 복설이 거듭된다. 충선왕 에 폐지된 이유

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공민왕 17년 국자감시의 폐지는 단순히 국자감

시에만 국한되는 변화가 아니었고 국자감의 상  교육과정의 변화, 그리고 

과거제도와 학교제도의 연계 강화와 련되어 있다. 이 시기 국자감에서 성균

으로의 변화상을 보면, 기존의 율업(律業), 서업(書業), 산업(算業) 등이 해당 기

에서 직  교수  양성하는 체제로 바 게 되었다. 이는 기존 국자감보다 성

균 이 좀 더 유학교육에 치 된 성격을 가진 학교라는 과 생도들에게 유학

(儒學)을 문 으로 교육하는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학

교육의 내용도 기존 ｢오경(五經)｣ 심에서 ｢사서(四書)｣가 추가되는 모습으로 변

화한다. 본고사인 부시의 고시과목도 변경되어, 충목왕(忠穆王) 원년(1344)부터 

사서의(四書疑)가 부시의 고시과목으로 정식(程式)화되었다. 부시의 고시과

목에 사서의 의(疑)가 추가된 것은 학교의 교육과정과 제술업의 시험과목을 일

치시키려 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자감시(國子監試)와 승보시(陞補試)

의 상도 변하게 된다. 기존에 승보시는 국자감시를 통해 선발한 국자감의 학

생 수에 결원이 있을 때, 보충해서 선발하는 시험의 성격이 강했다. 고시과목은 

경서의 의(義)가 심이었는데, 공민왕 부터 의의(疑義)를 시험하게 되었다.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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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공민왕 23년(1373)부터 입격자 수를 크게 늘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기존 

국자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시험으로 상이 올라가게 되었다. 

요컨 , 고려 말기 국자감시의 폐지와 복설 과정은 당시 국자감과 과거제도의 

반 인 변화와 연 되어 있다. 국자감에서 성균 으로의 변화, 성균 의 교육과

정 변화, 승보시의 역할 강화 등의 변화는 과거제도의 변화와 학교제도와의 연계

성 강화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변화들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국자

감시는 최고학부의 입학자격시험으로서의 그 상이  약화되어 갔던 것이다. 

조선 기 진사시 시행을 놓고 벌어진 논쟁 역시 단순히 진사시 하나의 시행

을 놓고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제도와 과거제도의 연계성을 고려한 논쟁이었

다. 진사시를 다시 시행하자는 논의가 본격 으로 나오게 된 때는 세종 에 들

어서면서부터이다. 세종 10년에(1428) 성균사성 정곤과 13년(1431) 부교수  

정종본은 세종에게 학생 수에 비해 생원시 입격자 수가 무 은 것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기존의 생원시와 함께 진사시를 설치하자고 건의한다. 

이 시기에 이르러 향교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교생의 수도 증가하여 생

원시의 경쟁률이 크게 상승하는 상을 불러왔다. 향교가 늘어난 만큼 교생의 

수도 늘어났지만 생원시의 합격 정원도 늘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과거 응시자들은 굳이 생원시를 통해 성균 에 들어오기보다는 바로 문과

에 지원하던가, 아니면 무과와 같은 우회로를 통해 직에 입사하는 방식을 택

하게 하고 있었다. 여기에 한 해결책으로 생원시를 세분화하여 정원을 늘리는 

방안과, 진사시를 새로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다 세종 17년(1435), 집

 제학 이맹균은 당시까지 진행된 논의를 반 하여 ｢시학흥학조건(詩學

學條件)｣을 올린다. 이맹균은 진사시의 시행과 동시에 문과 장의 고시과목에 

논(論) 신 시(詩)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 는데, 진사시와 문과의 연계까지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시학흥학조건｣에서 특이한 은 진사시의 응시 연령

을 25세까지로 한정한 연한법이다. 연한법은 생원시에는 용되지 않았고, 오로

지 진사시에만 용되었다. 고려 말 국자감시의 연한법이 15세 이상에게 응시자

격을 주었다면, 조선 진사시의 연한법은 25세 이하에게만 응시를 허용하 다. 이

는, 진사시가 료를 선발하는 시험이라기보다는 장학에 목 을 둔 시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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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향교 수의 증가는 교 수 의 문제도 불러왔다. 

세종  항교 수의 증가로 인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 의 수 문제가 요하

게 제기되었다. 교도제(敎 制)가 정비된 것도 이 시기 다. 원칙 으로는 문과

에 제한 사람 에서 향교의 교수와 훈도를 견해야 하지만, 소과 제자 

에서 교도를 임용해 당면한 교 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이는 기존 생원시로

만 운 되는 소과의 확 를 시도하게 했고, 진사시를 복설하자는 논의가 등장하

게 된 배경  하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진사시 시행과 같은 세종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기존 정책에 상당한 변화

를  것이었다. 조선에서 고려의 국자감시가 신인 진사시를 다시 시행한다는 

것 자체가 료들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진사시는 세종 

26년에 폐지된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폐지사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먼 , 세종 25년에 제정된 ｢문과강경정식(文科講經程式)｣이다. ｢문과강경정식｣을 

통해 문과 시의 장이 강경(講經)으로 변화하 는데, 이는 문과의 시험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을 래했다. 따라서 한 해에 진사시, 생원시, 문과를 모두 치르면 

시험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응시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이 지 되었다. 

실제로 진사시가 폐지된 세종 26년에는 큰 가뭄이 들어 생원시까지 지하자는 

상소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해에 진사시와 생원시, 그리고 문과까지 시행하기에

는 실 으로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세종 26년에 한성 생원시 

고사장에서 응시자가 다른 사람을 신해서 응시한 일이 발각되었다. 당시 논의

를 보면, 25세를 넘긴 사람이 진사시 시험장에 나이를 속이고 응시하는 경우를 

제 로 발해 내기가 힘들다는 폐단이 지 되었다.  

진사시는 단종  다시 시행되었다. 그 시행규정은 문종  ｢진사시취조건(進

士試取條件)｣으로 확립되었는데, ｢진사시취조건｣은 세종  ｢시학흥학조건(詩學

學條件)｣과 비교하면 몇 가지 변화한 이 보인다. 먼 , 응시자들이 옛 작품

들을 베껴 쓰는 것을 막기 해 10운시(十韻詩) 신 고부 한 편, 고시와 율시 

에서 한 편씩 짓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는 진사시의 난이도를 종 보다 어

렵게 해서 시험의 상을 높이려 한 조치로 보인다. 한, 25세 이하만이 응시할 

수 있게 한 연한법을 없애고, 모든 응시자들에게 생원시와 마찬가지로 ｢학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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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禮講)｣을 치르도록 하 다. 이는 세종 의 진사시가 생원시보다 한 단계 아

래의 지 를 가진 시험이었다는 을 감안했을 때, 진사시의 지 를 생원시와 

동등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진사시 응시자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

인 경서의 이해도를 필수 으로 요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진사시취조건

｣은 진사시를 세종 와는 달리 생원시와 같은 지 를 가진 시험으로 규정하

으며, 이는 소과가 생원시와 진사시로 정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사시취조

건｣의 제정으로 진사시는 생원시와 같은 상의 시험으로 규정되었으며, 성균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장학책’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보이게 되었다. 

이후, 진사시 시행규정은 세조에서 성종 에 이르는 기간에 약간의 조정과

정을 거쳐 부 1편과 고시, 명, 잠 에서 1편으로 경국 에 명문화된다. 그

리고 이후, 명종 에 고시과목을 기존의 고시(古詩)와 고부(古賦)에서 율시(律

詩)와 율부(律賦)로 변경해야 할 것인가에 한 논쟁이 있었고, 조 때 속
(續大典)에서 명(銘), 잠(箴)을 고시과목에서 없애는 것으로 법제화한 것 외에는 

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고려 말에서 조선 기에 이르는 진사시 성립 과정을 살펴 

볼 때, 진사시 제도의 성립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사시의 시행목 은 당시 조선의 학교교육을 활성화시키려는 측면이 

강했다는 이다. 고시과목을 볼 때, 진사시는 문과와 연계성이 약한 시험이었

다. 오히려 향교와 성균  사이에서 학교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학교진흥책에 

더 가까운 시험이었다. 진사시는 그 시행에 있어 학교제도와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 는데, 향교의 도회와 진사시의 고시과목이 상당히 일치했다는 은 이

를 보여 다. 태종 부터 도회라는 방식을 통해 향교와 학당에서 교생들에게 

시를 시험하고, 성 이 우수한 교생들을 상으로 소과 복시에 직부시키는 혜택

을 주게 되면서 진사시 시행의 논의가 등장하게 되는 으로 미루어 볼 때, 진

사시는 학교제도와 상당히 연계된 시험이라 볼 수 있다. 한, 세종  진사시 

응시자의 나이를 25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진사시가 리를 선발하는 시험이 

아니라 어린 나이의 학들을 상으로 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 , 

진사시는 향교와 학당에서 성균 으로 연계되는 간에 치해 있던 시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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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학교제도와 긴 하게 연계되어 시행되었던 시험이었던 것이다. 이는 진사시

가 학교를 활성화시키기 한 시험으로, 학(初學)들에게 학문을 권장하는 ‘장

학(獎學)’과 ‘양사(養士)’의 성격이 더 강한 시험이었다는 을 의미한다. 

둘째, 진사시의 고시과목이 시와 부라고 해서 응시자들에게 문 (文藝)  능

력만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이다. 고려의 국자감시에서 요구했던 시와 부는 

주로 율시(律詩)와 율부(律賦) 는데, 이는 고시와 고부에 비해 압운(押韻)과 성

률(聲律)의 규정이 엄격했으며 문  능력이 많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진사시에서 시험한 고부와 고시는 엄격한 격식을 지키는 것이 요하기는 하

지만, 경서의 이해에 기 한 용사(用事)의 한 구사가 더 요하 다. 즉, 조

선의 진사시는 응시자의 문  능력과 경서에 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알아보

려는 목 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사와 생원 모두 지방 향교

의 교도(敎 )로 부임하게 했다는 것 역시 의미하는 바가 작다고 볼 수 없다. 경

서의 의의로 선발된 생원 뿐만 아니라, 시와 부로 선발된 진사도 향교의 교도로 

부임하게 했다는 것은 진사 역시 당시 조선사회에서 상당한 정도로 경학을 공부

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강제논쟁이나 

시학-경학논쟁의 결과물로 진사시를 시행했다고 보는 기존의 은 재고할 필

요가 있다.  

요컨 , 조선 기에 진사시를 운 한 목 은 학교교육을 활성화시키기 함

이었다. 그리고 진사시의 고시과목인 시와 부를 작성하기 해서는 응시자의 문

학  재능이 있어야겠지만, 더 요한 것은 시부를 짓기 해서는 용사를 제

로 구사하기 한 경학  지식의 기 가 갖춰져야 했다. 따라서 조선의 진사시

가 문과 비고사이며, 문과 강제논쟁의 부산물이었다고 보는 기존의 은 재

고할 필요가 있다. 진사시는 리를 선발하려는 ‘취사(取士)’의 목 보다는 향교

와 학당의 교생(校生)들을 한 ‘장학(獎學)’을 더 요한 목 으로 하는 시험이

었다. 진사시 시행에 있어서 가장 요한 안이 학당, 향교와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문제 다는 은 이를 보여 다. 따라서 진사시는 교육  목

을 가지고 시행한 시험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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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와 련하여 추후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시권(試券)에 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진사시 입격자들에 

해 정리한 사마방목에 한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다. 이에 비해 진사시

의 시험 문제와 답안지에 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있다. 진사시에 용된 

규정과 과목별 기출문제, 모범 답안 등을 종합 으로 연구하면 진사시의 모습에 

해 좀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험의 내용에 한 

분석과 이해는 조선왕조가 견지했던 권학의 의미는 물론, 교육의 목 을 이해하

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과거 응시자들이 진사시를 어떤 시험으로 생각하 는지를 확인할 필요

가 있다. 진사시는 조선이 국가 차원의 필요에 의해 시행한 시험이지만, 응시자

들의 필요성과 반드시 일치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진사시의 응시자격이나 시험

과목, 선발인원 등과 같은 제도  규정에 해서는 법 에 한 연구를 통해 어

느 정도 밝 져 있다. 그 지만 진사시에 실제로 응시한 사람들이 왜, 어떻게 진

사시를 비했는지에 해서는 제 로 밝 지지 않았다. 추후 개인의 일기, 편지 

등의 고문서를 극 으로 활용하여 응시자들의 실제 응시목 을 비롯한 시험문

화 반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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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a process of formation of 

Jìnshìshi(進士試) in the early Joseon(朝鮮)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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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tudy o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the 

Jìnshìshi(進士試) between the late period of the Goryeo dynasty(高麗) and the 

early one of the Chosun Dynasty(朝鮮).  This study focuses that the Jìnshìshi 

is the policies that reveal the basic direction of educational policy and 

strengthen the link between the school an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Two research questions are raised in this study. 

First, investigating the changing process of the Gukjagamshi(國子監試) is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at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Second, investigating to the consultation process of the Jìnshìshi in the 

early years of the Chosun Dynasty.

In 1016, the first year of the king dézōng(德宗), the Gukjagamshi was 

performed for the first time. The aim of the test was to qualify people for 

entering the Gukjagam. The subjects for examination were Poem(詩) and 

Improvisational poetic writing(賦), and Ten rhyme poem(十韻詩).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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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agamshi was abolished and repeatedly performed. Especially, the 

revocation of the Gukjagamshi in 1367 was not only limited to the test itself, 

but also related to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school system. Alteration of 

the Gukjagam to the Sungkyunkwan(成均館) means that the highest faculty 

is more focused on confucian studying than other technical education. Also, 

the curriculum of the Gukjagam was based on the Five Classics(五經), and 

the Four Books(四書) was added at the curriculum of the Seonggyungwan in 

this period. And the status of the Sh ngbǔshì(陞補試) is rising, while the 

status of the Gukjagamshi is lowered, because the subjects of the Sh ngbǔshì 

were yìyì(疑義). The Gukjagamshi was revived in the King Woo of the 

Goryeo, but getting the admission test in the Gukjagam weakened its position 

as the highest faculty. 

The period of the King Sejong(世宗) the Great in the Chosun Dynasty, 

the dispute about restarting the Jìnshìshi was revived. In the early years of 

the Chosun Dynasty, the government established many local confucian 

schools. It means that the number of confucian students were increased. So, 

the competition of entering the Seonggyungwan had risen drastically. Some 

officers proposed a solution which can resolve the high competition problem. 

It was to restart the Jìnshìshi and selected 100 more students in the  

Seonggyungwan. Through the two times suggestion, 17th year of the King 

Sejong, the Jìnshìshi was revived. Lee Maeng-Gyun, the dean of the 

Seonggyungwan, suggested the restarting of the Jìnshìshi and the changing 

of the subjects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He maintained the ｢

Shihakhunghakjogun(詩學 學條件)｣ that emphasizing the need for the 

literature education. Finally the King Sejong decided to re-enforcement of the  

Jinsasi. 

In 1444, the Jìnshìshi was abolished again. The reason was the subject 

changing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1443, the Ganggyeong(講經)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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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en as the means for testing about the first stage of civil service 

examination. Because of this, the period of examination was much longer 

than ever before. Furthermore, it pointed out that conducting three national 

tests a year was a heavy burden of test takers. 

In 1452, the Jìnshìshi was revived and new regulations, ｢Jìnshìshichuijogun

(進士試取條件)｣, were created. When we comparing the ｢Shihakhunghakjogun(詩

學 學條件)｣ and the｢Jìnshìshichuijogun(進士試取條件)｣, there were some 

variation parts. First, the status of the Jinsasi became equal to Sh ngyuánshi(生

員試). Second, the subjects were changed into Improvisational poetic writing 

and Poem, and all test takers are required to understand basic chinese classics. 

In short, it can be seen that the regulations of  Jìnshìshi were established 

since 1452.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im of the Jìnshìshi is the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school system in Chosun dynasty. The subjects of the 

Jìnshìshi, Poem and Improvisational poetric writing, were recognized the basic 

learning for confucian scholars. However, the Jìnshìshi was not required to 

competence of write or study literature. The poetric writing of the Jìnshìshi 

was required to not only the literary attainments but also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classics and Confucian knowledge. 

Keywords : Jìnshìshi, Gukjagamshi, Sh ngyuánshi, Poem and Improvisational 

poetric writing, Competence of write or study lit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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