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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시 에는 과거의 시행과 함께 다양한 형태의 방목이 만들어졌다. 시행 단

계에서는 행정용의 榜目文書와 榜目成冊이 작성되었고, 시험 후에는 합격을 기

념하는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이 편찬 간행되었다.  국조문과방목처럼 합격자 

명단을 으로 기록한 방목도 있다. 

각 종류의 방목은 작성, 편찬, 간행의 시 이나 주체도 서로 달랐고, 그 용도

나 목 도 서로 달랐다. 그 결과 각각의 방목에 수록한 내용에도 가감이 있었다. 

합격자 명단이라는 은 동일하지만 편찬의 목 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졌던 것

이다. 따라서 방목의 자료  성격을 이해하기 해서는 우선 다양한 종류의 방

목을 분류하고 계통화하여 그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에서는 방목 

* 이 논문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인문한국사업단 제32회 HK워크  “조선의 기록문화” 

(2018.05.24)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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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장 일반 으로 알려진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에 해 집 으로 살펴보

려고 한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과거 합격을 기념하기 하여 사후에 책자 형태로 

편찬 간행한 방목이다. 다른 방목과 달리 간행, 배포되었기 때문에 재 많은 수

가 하고 있고, 련 연구들도 있다.1)1)그런데, 이 방목의 편찬과 간행 주체에 

한 논의는 다소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다. 

기 연구는 국가에서 공식 으로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을 간행하여 합격자

와 계기 에 배포한 것으로 악하 다.2)2)그러나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序

跋文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민간에서 방목을 간행한 사례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리하여 재는 교서 에서 간행한 경우와 민간에서 간행한 경우가 있었

던 것으로 악되고 있다.3)3)하지만 이에 따르면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동일

한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간행 주체가 양분되는 자료로 그 성격이 모호해진다.

실제 서발문 등을 통해 민간에서 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부분의 방목에는 서발문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18-19세기 방목 부분

에는 교서 에서 인출하 다는 간기가 있다. 교서  간기는 교서 , 나아가 국가

에서 공식 으로 방목을 간행하여 배포하 다는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그런데, 교서 은 인쇄를 담당하는 곳이지 책을 편찬하는 기 은 아니었다. 따

라서 방목의 편찬 주체와 간행 주체를 분리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편찬의 주체

가 따로 있다면 교서 을 간행 주체로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제기된다. 교

서 은 인출을 행한 인쇄소일 뿐 간행 주체는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지방군

1) 원창애, 1996 ｢朝鮮時代 文科及第  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韓國學大學院 박사학 논

문; 鄭海恩, 2002 ｢조선시  武科榜目의 황과 사료  특성｣ �軍史� 47; 三木榮, 1957 ｢司

馬榜目について: 見在 <司馬榜目> 一覽表｣ �朝鮮學報� 11; 桂勳模, 1980 ｢司馬榜目總 : 

附司馬試設科年次｣ �역사학보� 88; 최진옥, 1998 �朝鮮時代 生員進士硏究�, 集文 , 19-30

면; 최경훈, 2015 ｢동산도서  소장 사마방목의 황과 가치｣ �한국학논집� 59.

2) 최진옥, 의 책, 23-24면.

3) 정해은은 교서  간행본과 민간 간행본으로 별하 다. 최경훈은 민간 주도의 간행이 우

세하 다고 평가하고, 恩門庫直이 방목의 편찬과 간행을 행하 다는 에 주목하 으나 

한편으로 교서 에서 방목 간행을 주도하 다고 언 하 다. 정해은, 앞의 논문, 283면; 

최경훈, 앞의 논문, 415-421면.



조선시대 科擧 榜目의 편찬과 간행·5

에서 간행된 방목들은 지방군 이나 감  등을 명시한 간기가 있지만 실은 해

당 시험의 합격자가 사 으로 간행한 것이었다.4)4)  17세기 반 훈련도감에서

는 인쇄를 행해 주고 그 수입을 운  경비로 사용하 는데,5)5)같은 시기 문무

과방목과 사마방목 가운데도 훈련도감자로 인쇄된 경우가 있다. 동일한 으

로 교서  간기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편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이 국가에서 공식

으로 편찬한 자료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지 까지의 방목연구에서는 연

기 자료에서 언 된 방목을 문무과방목이나 사마방목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

다. 그러나 이 방목들은 과거 행정의 과정에서 작성된 榜目文書나 그 사본인 榜

目成冊으로 간행본 방목과는  다른 자료이다.6)6)나아가 문무과방목이나 사마

방목을 간행할 때에는 동방합격자들에게 별도의 單子를 걷어 합격자의 신상 정

보를 수록하 다.7)7)따라서 양자는 수록 형식이나 내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이 문제가 간과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성격도 보다 분명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에서는 이상과 같은 인식에 따라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편찬과 간행 

추이를 재검토하 다. 먼  두 방목의 출  시 을 검토하고, 이어서 편찬과 간

행 주체, 본, 수록 정보 등의 양상을 고찰하 다. 마지막에는 방목의 간행 추

이를 통시 으로 검토하 다. 이를 통해 특히 국가의 공식문서인 방목문서와 구

분되는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등장

과거를 시행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방목들이 작성되었다. 우선 채 이 

4) 정해은, 의 논문, 281-282면.

5) 송정숙, 2009 ｢17세기 훈련도감의 인쇄․출  활동｣ �서지학연구� 42, 269면.

6) 박 순, 2018 ｢조선후기 科擧의 榜目文書와 榜目成冊｣ �조선시 사학보� 85.

7) 정해은, 앞의 논문, 280-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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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면 試所에서 試券과 名單子를 조하며 草榜을 작성하 다. 이를 토 로 

京試에서는 入啓榜目, 향시에서는 榜目啓本, 시에서는 正書榜目을 작성하 다. 

국왕이 이를 재가함으로써 공식 인 합격자 명단이 완성되었다. 이 방목은 啓下

榜目 는 原榜目이라고 일컬어졌으며, 과거의 주  부서인 조와 병조에 보

하며 증빙자료로 활용하 다. 이 단계의 방목은 모두 문서로 작성하 으며, 재 

折帖의 형태로 하고 있다.8)8)

방목문서의 작성과 동시에 試所의 설비와 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應辦所나 試

邑에서는 榜目成冊을 작성하여 련 서에 올려 보냈다. 방목성책은 방목문서

의 사본으로 과거 행정에 사용할 행정 자료 다. 서에 분송되는 방목성책은 

국왕이나 세자에게 올리는 보고용의 방목문서와 달리 책자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와 함께 四祖成冊, 居住成冊, 試券成冊, 矢數成冊, 疤記成冊 등 부가 인 자료

들도 제작하여 상송하 다. 이 자료들은 일차 으로 과거 행정을 담당하는 조, 

병조, 감 , 병  등에 보내 행정자료로 활용하 다.9)9)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방목문서나 방목성책과 달리 시험의  과정이 끝난 

후 과거 합격을 기념하기 하여 편찬, 간행되었다. 재 확인되는 사례로 간행

시기가 가장 이른 방목은 성종 7년(1476) 교서 에서 간행한 종 1년(1469) 9

월 증 시 사마방목이다.10)10)여기에는 간행 경 를 은 鄭錫 (1444-1500)의 발

문이 있다. 문무과방목  가장 시기가 앞선 것은 성종 10년(1479)에 간행된 성

종 2년(1471) 알성시 문무과방목이다.11)11)역시 제자 의 한사람인 趙鑌의 발

문이 있다. 재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간행이 확인되는 것은 1470년 부터다.

방목의 간행과 별개로 합격자들이 기념물을 편찬한 사례는 고려시 에도 보인

다. 그러나 당시에도 이를 榜目으로 일컬었는지,  책자형태로 편찬, 간행하

는지는 불분명하다. 하는 자료는 개 문집에 수록되거나 후 에 편집된 자

료로 그 원형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왕 3년(1377)에 시행된 國子監試의 방목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8) 박 순, 앞의 논문, 210-225면.

 9) 의 논문, 226-242면.

10) �成化己丑(1469)六年九月日生員進士試榜�(고려 도서  소장).

11) �辛卯(1471)三月文武科殿試榜目�(개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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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평가된다.12)12)이 방목은 필사본의 折帖本으로 되어 있으며, 제목으로 보이

는 서두에 ‘門生進〇〇〇〇’라는 기록이 있다(그림 1 참조).13)13)門生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합격자들이 시 이었던 座主에게 바친 것으로 보인다. 

후 의 방목과 마찬가지로 성 순으로 합격자의 직역, 성명, 부의 직역과 이름을 

기재하 다. 

기록 상 보다 많이 보이는 형태는 名 이다. 

李穡의 문집에는 고려 우왕 6년(1380) 庚申科

에 제한 李正  등이 知貢擧 던 廉東亭에게 

名 을 바쳤다거나 문생들이 名 를 열었다

고 하는 등 명족에 련된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14)14)동방 제자들이 座主와 門生의 

계에 의거하여 名 을 만들어 좌주인 지공거에

게 바치고, ‘명족회’라는 연회를 열었던 것이다. 

이상 두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 은 門生이 

座主에게 방목을 만들어 바쳤다는 것이다. 당시

의 방목은 同榜보다는 試官과 합격자들 사이에 

좌주․문생 계가 성립된 것을 기념하기 하

여 제작되었던 것이다.

조선 기에도 문과의 신 제자인 門生들이 

座主에게 名 을 바친 사례들이 확인된다. 국

왕이 시를 주 함에 따라 태종 에는 국왕에게 명족을 바친 사례도 있다. 그

러나, 태종 13년(1413) 공식 으로 座主門生制를 하고 조와 병조가 과거

를 주 하게 하면서 그 이 에 작성된 문무과와 생원시의 명족도 모두 수거하

도록 하 다.15)15)공식 으로 시 에게 명족을 바치던 행이 지된 것이다. 

12) 허흥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330-342면.

13) �고문서집성 23 거창 계정씨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수록  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 , ｢宣光七年丁巳(1377)三月日門生進榜目｣.

14) 李穡, �牧隱藁� 牧隱詩藁 권29, 詩 ｢庚申科及第李正 等 呈名 於其座主廉東亭 (후략)｣; 

같은 책, 권31, ｢朴政 稱僕曰宗伯 其門生名  臨門相邀 扶病 席 入夜而歸 明日代書

以謝｣. 

<그림 1> 

｢宣光七年丁巳(1377)三月日門生進

榜目｣(거창 草溪鄭氏 桐溪宗宅 

래, 한국학자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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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이 과거를 주 한다는 이념 하에 시 후에 

국왕에게 명족을 바치는 행은 보다 오래 지속되었

다. 세조 까지도 국왕에게 명족을 바쳤다는 기록이 

한다.  제한 직후는 아니더라도 뒤에 이를 기

념하여 시 에게 명족을 바친 사례도 있다.

그  한 사례가 태종 14년(1414) 새로 제한 權

蹈 등이 태종에게 명족을 올린 경우다.16)16)그런데, 안

동 權橃宗宅에 당시의 합격자 명단을 은 ｢永樂甲

午(1414)親試榜｣이 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로 

미루어 국왕에게 名 을 바침과 동시에 제자들 역

시 기념물로 명단을 작성하여 나 어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 방목은 당시의 원형은 아니다. 숙종 38년

(1712) 權斗寅(1643-1719)이 손상된 부분을 정리하

여 다시 족자로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두인은 원래의 소장본도 ‘榜 ’이었다고 밝

히고 있어서17)
17)이 방목이 이 부터 족자의 형태로 

래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식을 보면 상하 2단으로 나 어 인찰선을 고 

제자 13명의 명단을 등  순으로 기재하 다. 합

격자의 신상정보는 합격자의 직역, 성명, 본 , 부친

의 직역과 이름 순서로 되어 있다.

한편 세조 10년(1464)에 시행한 重試의 일종인 登

俊試 때에도 제자들이 명족을 만들어 세조에게 바

쳤다.18)18) 조는 재  50년(1774)에 이 방목을 했는데, 그 형식에 해 ‘2층으

15) �태종실록� 권25, 태종 13년 5월 13일(신묘) “司憲府上疏 請收各年文武科名  ( 략) 從之” 

16) �태종실록� 권28, 태종 14년 12월 19일(무자) “兵曹正郞權蹈等進名  以中親試也”

17) 權斗寅, �荷塘集� 권5, ｢書皇甫公榜目障子後｣.

<그림 2> 

｢永樂甲午(1414)親試榜｣ 

(冲齋權橃宗孫家 소장, 

문화재청 제공) 



조선시대 科擧 榜目의 편찬과 간행·9

로 썼다[書二層]’고 언 하 다.19)19)2층으로 쓴 이 형식은 상하단으로 나 어 쓴 

｢ 락갑오친시방｣의 형식과 유사하다. 명족은 그 용어에서 보듯 당 부터 족자

형태로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등 시 합격자 의 한사람이 徐居正(1420-1488)이었다. 서거정은 이 등

시와 함께 자신이 합격한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악하여 ‘七榜聯芳’이라는 기록

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서거정이 합격한 생원․진사시, 문과, 시 등의 합격자

와 함께 무과, 잡과 합격자도 포함되어 있었다.20)20)서거정은 자신이 합격한 시험

의 합격자 명단을 모두 작성하여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필사하여 편찬

한 만큼 당시에는 방목을 책자 형태로 간행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서거정이 편찬한 자료는 재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말 선 의 방목을 

필사한 자료들이 존하는 사례들도 있다. 우선 앞서 언 한 우왕 3년(1377) 국

자감시 방목의 뒷면에는 고려 공민왕 4년(1355)과 우왕 8년(1382)의 제술과방

목, 단종 1년(1453) 무과방목이 필사되어 있다.21)21)  세종 29년(1447) 생원․진

사시의 후사본도 한다.22)22)아울러 재 문집 등에 수록된 방목 역시 필사본으

로 하던 방목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방목을 간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

시에도 합격의 기념물로서 방목을 필사하여 소장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성종  이후로는 명족을 만들어 바쳤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신 앞서 

언 한 것처럼 책자형의 방목이 등장하 다. 성종 7년(1476)에 간행된 종 1년

(1469) 증 시 사마방목과 성종 10년(1479)에 간행된 성종 2년(1471) 알성시 문

18) 金守溫, �拭疣集� 권2, ｢登俊試題名記｣. 

19) �승정원일기� 조 50년 3월 25일(무인) “因命賤臣 持入國初登俊試榜目 ( 략) 上命

純書傳旨曰 今日 聞自前朝有國初榜目 意 有模樣 追聞書二層 其亦年久云”

20) 徐居正(1420-1488), �四佳文集� 권4, ｢七榜聯芳序｣. 서거정은 세종 20년(1438) 생원․진

사시, 세종 26년(1444) 식년시 문과, 세조 3년(1457) 重試 문과, 세조 4년(1458) 文臣庭

試, 세조 12년(1466) 拔英試, 세조 12년(1466) 登俊試 등 일곱 번의 시험에 이름을 올렸다. 

21) ｢大元至正十五年乙未(1355)及第枋｣, ｢大明洪武十五年壬戌年(1382)五月日及第同年榜目｣, 

｢景泰四年癸酉(1453)十一月初一日武科榜目｣[한국학자료센터 한국고문서자료 , ｢宣光

七年丁巳(1377)三月日門生進榜目｣ 이면 수록].

22) �司馬榜目:正統十二年(1447)我世宗大王二十九年丁卯式�(Harvard-Yenching Library 소

장). 이 자료는 고  만송문고 소장 필사본을 촬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원본은 확

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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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방목이 그것이다.23)23)이후에도 지속 으로 방목을 간행하 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16세기에는 하는 방목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특히 생원․진사시의 

경우 16세기 후반부터는 부분의 시험에서 방목이 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16

세기를 거치며 방목의 간행이 하나의 행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3.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편찬과 간행 주체

국의 명청 에는 과거가 끝나면 조정에서 시 합격자 명단을 수록한 登科

을 인쇄하여 합격자들에게 賜하고, 합격자 명단을 새긴 碑를 太學에 세웠다. 

이와 별도로 동방합격자들은 동방합격을 기념하는 同年 을 편찬․간행하 다. 

그 결과 공 으로 간행된 登科 과 사 으로 간행된 同年 이 병존하고 있다. 

두 책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형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국가에서 

간행한 등과록은 명단을 등 순으로 수록하 으나 동년록은 이름이나 나이 순서

를 따랐으며, 개인의 신상 정보가 보다 자세하다.24)24)

조선에서는 국가에서 방목을 간행하여 반사하는 행이 없었다. 종  명나

라 료들이 조선에 �등과록�을 요구한 일이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방목은 있으

나 �등과록�은 간행하지 않는다고 답하 다.25)25)당시 조선에서는 科文이 국

에 유출되는 것을 꺼려하여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의 사

실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방목 자체도 등서하여 달한 것을 통해 

당시까지 국가에서 방목을 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26) 

23) �成化己丑(1469)六年九月日生員進士試榜�(고려 도서  소장); �辛卯(1471)三月文武科

殿試榜目�(개인 소장).

24) 钱茂伟, 2004 �国家․科举与社会：以明代为中心的 察�, 北京图书馆出版社, 229-265면. 

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이 있다. 陈长文, 2006 �明代进士登科录研究�, 浙江大学 박

사학  논문; 陈长文, 2008 �明代科举文献硏究�, 山东大学出版社; 马镛, 2013 �清代乡会

试同年齿录硏究�, 上海科学技术文献出版社.

25) � 종실록� 권84, 종 32년 3월 14일(계사) “兩使曰 欲見登科  上曰 我國本不印行 故

無其集”; 같은 책, 권90, 종 34년 4월 13일(경술) “兩使問李應星曰 登科 無刊本乎 應

星曰 我國例不開刊也”



조선시대 科擧 榜目의 편찬과 간행·11

왕명으로 방목을 간행하여 반사한 사례는 조 와 정조 에 몇 차례가 확인

된다.27)27) 조 41년(1765) 식년시 문무과와 생원․진사시, 조 50년(1774) 등

시, 정조 8년(1784) 정시 문무과, 정조 19년(1795) 생원․진사시의 사례가 그것

이다.28)28)

조․정조  국가에서 반사한 방목은 御製序文이나 奉敎序文이 실려 있으며, 

해당시험의 합격자들에게 반사하 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별도로 조 41년 식

년시 때는 內入本과 世孫宮 하사본을 제작하 고, 조 50년에는 내입본과 세손

궁 하사본 외에 5건을 더 제작하여 다섯 史庫에 비치하 다. 정조 에는 그 범

를 더욱 넓  규장각의 西庫와 內閣을 비롯한 여러 서, 시원임 신과 閣臣, 

試官 등에게도 방목을 반사하 다.29)29) 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규장각도서에

는 사고 소장본을 포함하여 해당방목이 소장되어 있다.30)30)즉, 국가에서 간행한 

방목은 御製나 奉敎 서문을 붙여 간행하고 합격자와 료에게 반사하 을 뿐 아

니라 국가의 기념물로서 서나 사고에도 보 했던 것이다. 

정조 에 편찬된 규장각 西庫의 서목인 �西序書目籤 �과 �西序書目草本�에도 

5종의 방목이 수록되어 있다. �서서서목첨록�에는 조  간행하여 반사한 �乙

酉式年文武榜目� 1건, �乙酉式年司馬榜目� 2건, �甲午登俊試榜目� 1건 등 3종이 

실려 있다. 그 후에 편찬된 �서서서목 본�에는 정조 19년에 간행 반사한 �乙卯

式年司馬榜目� 1건이 추가되어 있다. 정조 8년의 �王世子冊 慶龍虎榜�은 보이

26) � 종실록� 권84, 종 32년 3월 14일(계사) “上曰 知道 且天使欲見 試  非但欲觀其

文而已 必欲知科目之名數也 予意以爲 書一式年之榜 以示之爲當”

27) 정해은, 앞의 논문, 276-277면.

28) 조 49년(1773) 증 시 방목도 간행하여 반사하라는 왕명이 있었으나 반사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실제 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조가 재  8년(1784) 문무과방목을 

간행하면서 조 41년 을유년을 례로 꼽고 있는 것도 이를 방증한다. �정조실록� 권18, 

정조 8년 9월 29일(신사). 

29) �승정원일기� 조 41년 3월 8일(계미); 조 50년 1월 16일(경오); �내각일력� 정조 8

년 11월 24일; �乙卯(1795)式年司馬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3618 등).

30) �乙酉(1765)文武科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322 등 2건), �乙酉(1765)式年司馬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850), �丙戌後三百九年甲午(1774)再登俊試榜�(규장각한국학연

구원, 奎485 등 4건), �王世子冊 慶龍虎榜(1784)�(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109 등 24건), 

�乙卯(1795)式年司馬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3618 등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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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나 �서서서목첨록�의 左右夾室에 별치되어 있던 �龍虎榜� 28부가 이 방

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31)31)그런데, 두 서목에는 다른 방목은  실려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에서 반사한 방목만이 규장각 西庫에 소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정조 19년(1795) 화성에서 시행한 정시의 방목은 �園幸乙卯

整理 軌�에 실려 있다. 국가에서 방목을 간행하거나 반사한 사례는 의 사례

들만이 확인될 뿐이다. 이 경우는 국가에서 공 인 기념물로 방목을 간행한 것

으로 그 성격이 국의 등과록과 유사하다.

이와 달리 序文이나 跋文을 통해 동방 합격자나 그 후손이 방목을 간행한 것

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있다.32)32)이 경우는 사 인 기념물로 방목을 간행한 것

으로 공사의 간행을 구분한 국의 념에 비추어 보면 동년록에 해당된다.

발문을 통해 확인되는 간행 방식은 시기마다 다소 다른 경향성을 보인다. 우

선 기에 간행된 방목은 교서 에 근무하던 同榜  한사람이 간행하여 배포하

다. 존하는 최고의 간행본 방목인 종 1년(1469) 증 시 생원․진사시 방

목은 성종 7년(1476)에 鄭錫 (1444-1500)과 교서  작 潘佑亨이, 성종 2년

(1471) 알성시 방목은 성종 10년(1479)에 교서 작 趙鑌이 印出하여 동방들

에게 보낸 것이다.33)33) 종 27년(1532)에 간행된 종 20년(1525) 생원․진사시 

방목에도 역시 동방인 金禹錫이 교서  작으로 있을 때 인출하 다는 소장자

의 追記가 있다.34)34)동방이 교서 에 근무하며 인쇄 자원과 인력을 동원할 수 있

었다는 특수한 조건에서 방목을 간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16세기 방목  발문이 있는 경우는 시간이 흐른 후 후손들이 간행한 것

들이다. 간행시기는 선조 12년(1579)에 간행된 종 14년(1519)의 량과 방목

을 제외하면 모두 17세기 이후이다.35)35) 란으로 산실되거나 미처 간행하지 못한 

31) 당시 정조는 西庫 보 용 5건 외에 白綿紙本 20건을 내입하도록 하 다. �내각일력� 정

조 8년(1784) 11월 24일; �乙卯(1795)式年司馬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 奎3618 등).

32) 정해은, 앞의 논문, 276-283면; 최경훈, 앞의 논문, 415-424면.

33) �成化己丑(1469)六年九月日生員進士試榜�(고려  도서 ), �辛卯(1471)三月文武科殿試

榜目�(개인소장).

34) �嘉靖四年乙酉(1525)二月二十一日生員試榜目�(고려  도서 ).

35) �正德己卯(1519)四月薦擧別試文武科榜目�(1579, 安璐 등, 목 본), �萬曆十一年癸未(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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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목을 후손들이 뒤늦게 간행한 것이다.

이와 달리 17․18세기 방목  발문이 있는 경우는 조 27년(1751)에 간행된 

조 3년 증 시 문무과방목을 제외하면36)
36)모두 동방 출신이 간행하 다. 그리

고, 그 에서 두 사례를 제외하면 모두 동방이 지방 으로 나가 있을 때 간행한 

것이다. 그런데, 그 외  하나인 종 1년(1660) 증 시 사마방목의 사례도 

해운  尹深 등이 자료를 모으고 수령으로 나간 동방 7-8인과 함께 비용을 마

련하여 간행한 것이다.37)37)따라서 17-18세기 발문이 있는 경우는 지방 으로 나

간 동방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간행하 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38)38)이외에 刊

記에 지방군 이나 감 이 명시된 경우도 실은 동방이 해당지역의 지방 으로 

있을 때 간행한 것이다.39)39)

그런데, 그 사이에도 간행을 주도한 인물들이 차이를 보인다. 17세기에는 수령

들이 방목을 간행한 데 비하여 18세기 후반에는 감사들이 주도 으로 비용을 

었다. 방목에 수록되는 내용이 늘어나 비용 부담이 커진데다가 지방재정의 운

방식이 변화하여 수령이 이를 자담할 수 없었던 탓으로 보인다.

수령으로 나간 동방들이 간행한 방목은 부분 목 본이다. 지에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러나 조 5년(1729) 간행된 경종 3년(1723)

九月初三日別試榜目�(1647, 宋熙業, 목 본, 양주), �成化十六年庚子(1480)初三日司馬榜

目�(1737, 金繼甲, 목 본, 道東書院), �嘉靖七年戊子(1528)二月二十四日生員進士榜目�

(1909, 朴善敎, 목활자), �嘉靖四十三年甲子(1564)七月二十日司馬榜目�(1673, 李選 등, 

속활자, 교서 ), �萬曆四年丙子(1576)二月十六日司馬榜目�(1646, 宋時吉, 목 본, 나

주), �萬曆十年壬午(1582)二月二十八日司馬榜目�(1719-1720, 吳命恒, 목 본, 嶺營). 이

하 방목의 소장처는 한국역 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people.aks.ac.kr)를 

참조하기 바란다.

36) �雍正五年丁未(1727)閏三月增廣別試文科殿試榜目�(1751, 嚴瑀, 戊申字). 엄우는 조 3

년 문과 제자 嚴慶遐의 아들이다.

37) �庚子(1660)增廣司馬榜目�(1674, 尹深 등, 洛東契字/三鑄甲寅字).

38) 이와 같은 사례는 사마방목에서 10건, 문무과방목에서 6건이 확인된다. 외는 병자호란 

직후 남한산성 호종인들을 상으로 시행한 庭試의 방목이다. 이 방목은 목 본으로 간

행되었으며, 鄭知和의 서문과 尹珩의 발문이 있다. �丁丑(1637)庭試文科榜目�(1637, 정지

화 등, 목 본).

39) 정해은, 앞의 논문, 281-282면; 최경훈, 앞의 논문, 417-4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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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마방목에는 永柔縣에서 비용을 보내와 京局, 곧 교서 에서 인출하 다는 

간기가 있다.40)40)앞서 언 한 종 1년(1660) 증 시 사마방목도 비용은 수령들

이 추렴하 으나 서울에서 활자로 간행하 다.41)41)수령들은 직  임지에서 간행

하기도 하 지만 비용을 지원하여 서울에서 간행하기도 했던 것이다. 

감사들이 주도한 경우도 두 가지 방식이 함께 나타난다. 경상감사 李溵, 경상

감사 鄭存謙과 황해감사 元仁孫, 경상감사 金 淵 등은 지방에서 목 본으로 간

행하 지만42)
42)경상감사 李命植․황해감사 洪良漢, 경상감사 南公轍은 교서 에

서 활자본으로 간행하 다.43)43)즉, 지에서 간행하거나 비용을 지원하여 서울에

서 간행하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했던 것이다.

방목에 발문을 붙여 간행자나 간행 비용을  인물을 명시한 경우는 간행에 

한 기여를 알린다는 의도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존하는 방목에서 발문이 

실린 사례들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이는 특정한 한 두 사람의 노력으로 방목이 

간행된 사례들이 오히려 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황윤석은 조 35년(1759) 진사시에 합격하 는데, 8년여가 지난 조 43년

(1767) 5월에 비로소 방목의 간행을 추진하 다. 동방들이 泮中에 모여 副率 李

運永 등 6인으로 ‘己卯榜目修印所’를 조직하고 동년  벼슬하는 자와 부유한 자

들 60여 인에게 서신을 발송하여 지원을 요청하 다. 장릉 참 으로 있던 황윤

석도 1냥을 찬조하 다. 그 결과 불과 몇 달 사이에 방목이 간행되었다.44)44) 존

하는 방목에 서발문이 수록된 경우가 은 것을 보면 수령이 된 동방이나 그 후

40) �己酉(1729)式年司馬榜目�(1729, 무신자) “己酉八月京局印 永柔縣 工費”

41) �庚子(1660)增廣司馬榜目�(1674, 尹深 등, 洛東契字/三鑄甲寅字).

42) �崇禎再庚申(1740)增廣司馬榜目�(1768, 목 본, 嶺營), �崇禎三庚午(1750)式年司馬榜目�

(1766, 목 본), �崇禎紀元後三丁酉(1777)增廣司馬榜目�(1807, 목 본, 嶺營).

43) �崇禎三丁卯(1747)式年司馬榜目�(1771, 丁酉字, 교서 ), �崇禎三壬子(1792)式文武科殿

試榜目�(1803, 丁酉字, 교서 ), 尹愭, �無名子集� ｢壬子文武榜目後｣.

44) 황윤석, �이재난고� 정해(1767) 6월 9일(신축) “泮中同年諸上  以己卯榜目印出之議 

通書各處筮仕 及富饒家 五月書發 以五月內始役 而有司副率李運永 別有司主簿申大年 

幹事吳時裕․姜允成 看印黃栒․曹命啓 凡六上 聯名 寧越京主人便付來 吳上 胎 私書 

以爲京外求請助力六十餘處云 此事曾 吳上 相議故也”; 정해(1767) 6월 10일(임인) 

“付泮中答書二幅及 牌 同 于寧越京主人來寓所 因付榜目錢一兩”; 정해(1767) 9월 15일

(병오) “吳上 時裕來  己卯司馬榜目已成 ○吳上 時裕 己卯司馬榜目印本一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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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이 간행 비용을 는 경우보다 의 사례처럼 동방들이 추렴하여 방목을 간행

하는 것이 보다 일반 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고종 17년(1880) 증 시 사마방목을 간행할 때에도 동방합격자들에게 비용을 

추렴하 는데, 이를 알리는 통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매 식년 사마방목의 인출은 相․閫帥․監司․留守․수령의 내외 지친이 힘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규례입니다만 이번에는  없거나 겨우 있는 정도여서 재력

이 부족하여 공정을 마칠 기약이 없습니다. 이에 近例를 따라 방목 例債錢 2냥 외에 

경향을 막론하고 家勢의 정도에 따라 등 을 정해 배정하 습니다. 그리하여 座下

께서도 허락하고 이름 아래에 서압하셨기에  30냥을 배정하여 보냅니다.”45)45)

이에 따르면 식년시 사마방목을 간행할 때는 원래 감사 등 지방 의 내외 지

친들이 비용을 조력하 는데, 이 때는 여의치 않아 동년들이 비용을 추렴하기로 

서약하 고 유사들이 그 비용을 배정하여 통지하 다. 그런데, 이 추렴을 ‘近例’

라고 일컫고 있다. 이즈음에는 同年들의 추렴이 보다 일반 이었던 것이다. 19세

기 방목에 발문을 수록한 사례가  없다는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일 것이다.

황윤석이 합격한 해의 사마방목에는 발문이 없다. 신 ‘丁亥(1767)秋芸閣印’

이라는 간기가 있다.46)46)실제 방목을 편찬하고 비용을  것은 동방들이었지만 

간기에는 교서  발행으로 기록된 것이다. 

교서  간기는 발문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확인된다. 조 5년(1729) 간행된 

경종 3년(1723)의 사마방목도 유 에서 비용을 보내왔지만 간기는 ‘己酉八月

日京局印’이라고 되어 있다.47)47)경상감사 이명식과 평안감사 홍양한이 비용을  

방목이나 경상감사 남공철이 비용을  방목에도 교서 에서 인출하 다는 간기

가 있다.48)48) 

45) 소수박물  편, 2007 �천리天理의 거울을 닦은 괴헌가槐軒家 사람들�, 79면 “每式年司馬

榜目之印出也 相閫帥監留守令之內外至親 出力助費 便成規例矣 今番則絶無而僅有力乏

 訖功無期 爰引近例 榜目例債錢二兩外 毋論京鄕 隨其家勢之稍饒 各其分等排定 故 座

下許又署名下 錢三十兩排 是矣”

46) �崇禎三己卯(1759)式年司馬榜目�.

47) �己酉(1729)式年司馬榜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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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이후에 간행된 방목에서는 부분 교서  간기가 확인된다. 이 간기를 

근거로 교서 에서 방목을 인출하여 반사하거나 서에 보 하 다는 인식이 형

성되었다. 그러나 의 사례들을 보면 교서 은 국가기 으로서 방목을 인출한 

것이 아니라 동방들이 편찬한 방목을 비용을 받고 출 을 행해 주는 인쇄소의 

역할을 수행하 다. 교서 에서 개인의 문집을 인출해  사례들을 통해서도 교

서 이 인쇄소의 역할을 수행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49)49)17세기 반 훈련도

감에서 방목을 간행한 것도 마찬가지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동년들이 자

비로 출 한 기념물이었다.

4. 하는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板本 황

방목을 교서 에서 활자로 인출할 것인지 지방에서 목 본으로 간행할 것인지

는 동방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 하는 방목의 본을 보면 교서  활자본

과 함께 목 본도 상당한 비 을 차지한다. 하는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본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50)50)

48) 최경훈, 앞의 논문, 416-417면 �崇禎三丁卯(1747)式年司馬榜目� “辛卯(1771)夏芸閣印”;  

�崇禎三壬子(1792)式文武科殿試榜目� “上之三年癸亥(1803)仲春芸閣活印”

49) 정진웅, 2007 ｢朝鮮後期 校書館印書體字本 文集의 刊行에 한 硏究｣ �서지학연구� 36.

50) 문무과방목은 정해은의 앞의 에 실린 방목 목록을 기 로 소장 기 의 서지사항을 확

인하 다. 개인 소장 등으로 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미확인’으로 표시하 다. 사

마방목은 계훈모의 앞의 논문과 국학자료원 간, 2008 �朝鮮時代生進試榜目�에 실린 목록

을 토 로 서지사항을 정리하 다. 필사본인 경우 간행본의 체제를 갖춘 경우는 ‘필사본’

으로 정리하고, 일부를 抄出하거나 �국조문과방목�을 등서하여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경우

는 제외하 다. 재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不傳’으로 표시하 다. 갑인자계열의 속활

자본은 동일 본에 해서도 기 마다 활자 종류를 다르게 악하거나 잘못 악한 경우

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일 으로 속활자본으로 분류하 다.  속활자본을 목 본

이나 復刻本으로 잘못 악한 사례들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그 로 두었다. 본

에 해서는 추가 인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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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구분   본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

반 후반 반 후반 반 후반 반 후반 반 후반

문무과 

방목

속활자 1 6 5 6 20 15 7 2 62

훈련도감자 5 5

목 본 1 1 11 15 7 2 3 40

목활자 1 3 1 2 7

필사본 1 7 4 1 13

미확인 1 1 4 4 1 1 12

不傳 31 52 55 52 62 52 63 84 60 98 609

소계 31 53 64 66 87 81 92 102 70 102 748

사마방목

속활자 1 6 8 7 19 13 21 19 94

훈련도감자 1 1

목 본 1 3 18 17 7 8 651) 1 61

목활자 2 1 1 1 1 6

기타 1 1 2 2 6

필사본 2 4 5 4 15

不傳 22 15 6 1 1 1 1 1 47

소계 22 20 19 17 26 27 28 23 27 22 231

<표 1>  문무과방목  사마방목의 본 황

(단 : 시험횟수)

51)

본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은 속활자본이다. 활자는 을해자와 갑

인자계통의 활자들, 즉 주갑인자, 무신자, 임진자, 정유자, 그리고 整理字 등으

로 간기의 유무와 상 없이 모두 교서 에서 인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임진왜란 후 교서 의 서  간행이 지되었던 시기에는 목활자인 훈련도감자를 

이용하여 간행한 사례들도 있다. 이 때는 훈련도감이 교서 의 역할을 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목 본도 상당한 비 을 차지하 다. 하는 목 본 방목  간행시

기가 가장 빠른 것은 종 14년(1519) 량과 방목으로 선조 12년(1579)에 제

자의 후손인 安璐, 沈喜壽, 金穎男이 주도하여 여러 후손들에게 비용을 추렴해서 

51) 19세기 사마방목  목 본으로 분류된 7건은 모두 校書館 活印이라는 간기가 있으나 계

훈모는 이를 복각 목 본으로 악하 다. 이 에서도 계훈모의 논문에 따랐다. 그러나 

이 방목들의 본 종류는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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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하 다.52)52)시험시기를 기 으로 보면 이외에도 여러 건의 15․16세기 목

본 방목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 방목은 모두 17세기 이후에 간행된 것이다.53)53) 

따라서 간행시기를 기 으로 보면 목 본 간행이 본격 으로 나타나는 것은 17

세기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7세기에는 속활자본을 제치고 목 본이 주류를 차지하 다. 이것은 

임진왜란 이후 교서 의 인쇄 기능이 단되었던 탓이 크다. 그 후 교서 이 제 

기능을 회복하고 종  무신자를 주조함에 따라 목 본 간행은 어들고 다시 

교서 을 통한 활자본 인출이 우 를 하게 되었다.54)54)

지방에서 방목을 간행하기 해서는 인쇄자원과 인력을 갖춘 지역에 동방이 

부임해야 한다는 제 조건이 있었다. 그런 요건을 갖춘 지역은 많지 않았고, 그 

지역에 지방 으로 부임한다는 것은 요행에 가까운 일이었다. 실제 목 본이 우

를 차지한 것은 교서 에서 방목을 인출할 수 없었던 시기 다. 목 본 간행

은 요행이거나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일반 으로 기 하거나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인쇄 자원과 문 인력을 갖춘 교서 을 통한 활자본 인출이 보다 

근이 쉬운 방식이었던 것이다. 

목 본 방목이 간행된 지역으로는 라도 나주, 임실, 태인, 강진, 경상도 거

창, 천, 개령, 하동, 의성, 구, 경주 등 라도와 경상도가 많은 편이며, 이외

에 평안감 , 남감 , 서울 계동, 화악, 경기도 양주, 강화, 황해도 토산 등도 

보인다.55)55)이  양주는 永寧庵, 강진은 淨水寺로 간행처가 구체 으로 밝 져 

52) �正德己卯四月薦擧別試文武科榜目�(연세  도서  소장); 盧守愼, �穌齋集� 권7, ｢己卯

年薦擧科榜目跋｣.

53) <표 1>에서 제시한 15․16세기 목 본 방목 6건  5건에는 발문이 있어서 간행 시기를 

알 수 있다. 발문이 없는 선조 12년(1579) 생원․진사시 방목인 �司馬榜目�(내제:萬曆七

年己卯四月初二日司馬榜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650-108)은 문과 제자의 경우 두주로 

시험연도와 시험 종류를 밝  두었다. 이  생원시 합격자인 尹絢(綎으로 개명)의 제연

도가 선조 35년(1602)이기 때문에 이 방목도 그 이후에 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4) 17세기 교서 의 출  상황에 해서는 옥 정, 2010 ｢17세기 출 문화의 변화와 서 간

행의 양상｣ �다산과 � 3, 62-64면 참조. 

55) 목 본 에서는 교서 에서 간행한 것으로 기재된 경우도 있다. 일반 으로 활자본에는 

‘芸閣印’으로 간행처를 밝힌 반면, 이들 방목의 간기에는 각각 ‘芸閣刊’, ‘芸閣藏板’, ‘芸閣

開板’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존 상태를 보면 활자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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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56)
56)다른 경우는 그 군 명만 확인되거나 그 지역 수령이 간행하 다는 기

록만 있어서 간행처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어 든 지방 군 에서 목 본 방목을 

간행하 다는 것은 지방의 목 인쇄술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더 검토해 볼 필요

가 있다.

아울러 재 필사본만 하는 경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필사본 에는 간행본을 뒤에 

필사한 後寫本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57)
57)간행여

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한 가 선

조 36년(1603) 정시문무과 방목이다.

당시 李命俊은 문과에서 장원으로 제하 는

데, 해군 11년(1619) 유배 에 화재를 당해 

소장하고 있던 방목이 불타버렸다. 그 때 마침 

水使로 부임한 무과 출신 동년인 嚴愰에게 부탁

하여 한 권을 얻었다. 그런데, 이 책은 제자들

을 거주읍별로 분류한 책으로 다른 방목과 달리 

합격자의 성명과 字, 나이, 부의 이름, 형제의 유

무만 기재하 고, 부의 官銜, 본 , 生父 등이 생

략되어 있었다. 이명 은 이를 改正하고 싶었지

만 유배 이라 善本을 구하지 못해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58)58) 

이명 의 기록에는 당시의 방목이 간행되었다는 내용은 없으며, 재 그 간행

본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해군사 학교박물 에 그 필사본이 하고 있는데

(그림 3 참조), 그 형식을 보면 엄황이 이명 에게  것과 달리 일반 문무과방

목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신상 정보는 이명 의 이야기처럼 부

의 함과 본 이 락되어 있다.  단자를 걷지 못한 듯 부모 형제의 생존 여

없다. 이에 해서는 보다 면 한 검토가 필요하다. �崇禎三壬午(1762)式年司馬榜目�

(1764); �崇禎三壬子(1792)式年司馬榜目�(1793); �崇禎三丁卯(1807)式司馬榜目�(1808). 

56) �萬曆十一年癸未(1583)九月初三日別試榜目�(1647); �癸亥(1683)增廣別試榜目�(1688).

57) 하는 �戊子(1648)式龍虎榜�(Harvard-Yenching Library 소장, 필사본)은 하동 감 

李震馝이 목 본으로 간행한 것을 뒤에 필사한 것이다.

58) 李命俊, �潛窩遺稿� 권3, ｢題癸卯(1603)龍虎榜目�(1622). 

<그림 3> 선조 36년(1603) 

문무과방목 �癸卯春別試榜�

(해군사 학교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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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59)59)이 방목은 필사본만 한다는 , 기재 

내용에 간행본과 달리 락된 항목이 있다는 에 비추어 볼 때 간행본을 필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방목을 간행하기 에 방목의 체제에 맞추어 편

찬한 필사본 방목을 동년들이 소장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 일 것이다.

안덕린은 같은 해 식년시 생원․진사시에 합격하 다. 그리고, 2년 후인 선조 

38년(1605) 성균 에 있으면서 사마방목의 後識를 지었다. 이에 따르면 당시에 

편찬된 사마방목은 恩門과 榜目으로 구성되었으며, 개인의 신상정보는 일반방목

의 체제를 갖추어 1인당 3행으로 기재하 다.60)60)따라서 완성된 형태 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안덕린의 기록에도 이를 간행하 다는 언 은 없다. 재 

이 시험의 방목은 두 가지 간행본이 확인되는데 간행시기는 알 수 없다.61)61)그러

나 란 직후라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시험 후 2년이라는 시 에서 방목을 간

행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즉, 안덕린이 본 것은 방목의 체제로 편찬

하 으나 간행 의 필사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朴長遠(1612-1671)도 아버지 朴烜이 합격한 해군 10년(1618) 사마방목을 손

수 필사하여 소장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인 효종 5년(1654)에 부친의 동년인 

천 감 李昫가 방목을 목 본으로 간행하여 보내왔다.62)62)梁居安(1652-1731)은 

숙종 13년(1687) 생원시에 합격하 는데, 이듬해 장원 李世勉이 방목의 간행을 

시도하 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양거안은 숙종 17년(1691) 당시에 방

목의 草記을 갖고 있었다.63)63)이 방목은 2년 후인 숙종 19년(1693) 7월 구부에

서 목 본으로 간행되었다.64)64) 에서 언 한 필사본들이 어떤 체제로 구성되었

는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간행 이 에도 동방들이 합격의 기념물로

서 필사본 방목을 만들어 소장하기도 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9) �癸卯春別試榜�(해군사 학교박물 , 해사02 71609-000), 한국역 인물종합정보시스템 제공.

60) 安德麟(1563-1609), �沙村集� 권1, ｢題癸卯(1603)司馬榜目後｣.

61) �癸卯司馬榜目�(국립 앙도서  소장, 일산古6024-96, 목 본), �宣祖三十六年癸卯司馬

榜目�(국립 앙도서  소장, 古朝26-29-8, 목 본/ 속활자본).

62) 朴長遠(1612-1671), �久 集� 권16, ｢戊午(1618)司馬榜目跋｣.

63) 梁居安(1652-1731), �六化集� 권3, ｢書親書司馬榜目 繼 自家詩文及諸名賢儕友所惠詩若書後｣.

64) �丁卯(1687)式年司馬榜目�(1693, 목 본, 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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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목의 수록 정보 확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도 일차 으로는 草榜이나 原榜目, 啓下榜目 등 공 으

로 작성된 방목에 기 하 다. 그러나 동방들이 기념물로 방목을 간행할 때는 

이를 토 로 새로운 정보들을 추가하 다. 

고종 13년(1876) 식년시 생원․진사시의 방목은 방목문서의 寫本과 간행본 사

마방목이 함께 남아 있다(그림 4 참조). 양자를 비교해보면 합격자의 신상정보

를 기록하는 방식에 약간 차이가 있다. 국가에서 행정용으로 작성한 방목문서에

는 합격자의 직역, 성명, 나이, 본 , 거주지, 부의 직역과 부명만을 기재하 다. 

그러나 간행본 사마방목에서는 나이를 출생연도로 체하는 한편 字와 부모의 

생존여부, 형제에 한 사항을 추가하 다. 이러한 양상은 문무과방목에서도 동

일하게 확인된다. 이외에도 고종 13년 식년시 사마방목에는 覆試의 試所와 합격

한 文體, 直赴 試 상황 등 방목문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들도 다수 추가되

어 있다. 이  일부는 사마방목에만 보이는 항목이기도 하다. 

방목문서 사본 

｢榜目｣(국립 앙도서 , 

한고문고조51-다20-28)

사마방목

�崇禎紀元後五丙子式司馬榜目�(한국학 앙

연구원 장서각, B13LB-38)

<그림 4> 고종 13년(1876) 식년시 생원․진사시의 방목문서 사본과 사마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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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항목
방목문서 사마방목

聯璧 × ●

兩試 × ●

直赴 × ●

職役 〇 〇

성명 〇 〇

나이 ● ×

자 × ●

출생연도 × ●

본 〇 〇

거주지 〇 〇

시소  과목 × ●

부의 직역 〇 〇

부명 〇 〇

부모 × ●

형제 × ●

<표 2> 고종 13년(1876) 식년시 생원․진사시의 방목문서 사본과 

사마방목의 항목 비교

       - 〇, ×는 항목의 유무, ●는 한 쪽에만 보이는 경우

방목문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개인의 신상정보는 합격자들의 단자를 수집하여 

수록하 다. 단자는 일차 으로 합격 후에 열린 榜 에서 걷었다. 방회는 체 

합격자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여기에서 방목의 간행을 담당할 榜中色

掌 등도 선임하 다.65)65)방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단자를 수합하지 못한 경우 방

목을 간행할 때 편지를 돌려 단자를 수합하 다.

단자에 들어가는 핵심 인 내용은 부모의 생존여부와 형제들의 이름이었다.66)66) 

65) 김덕수, 2016 ｢조선시  放榜과 遊街에 한 일고｣ �고문서연구� 49, 35-41면  43-44

면. 榜 는 조 23년(1747) 조가 문벌로 생원․진사시의 장원을 선발하던 례에 제

동을 걸면서 폐지되었다.

66) �甲子(1684)式年文武科榜目�(고려  도서  소장) “始同年之居遠鄕 多 不待榜徑歸 榜

中諸  皆不  故慶侍以下不盡  深常爲三道海運判官․慶尙道都事 所至輒訪問隨記 又得

寫本數十 屬李博士萬 參互 校 然後乃悉備焉”. 사마방목의 간행을 알리는 �황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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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형제 계를 방목에 기재하는 것은 同年의 부친․형제와도 부자와 형제의 

의리를 돈독히 한다는 이념에 따른 것이다.67)67)

부모의 생존 여부와 형제 계가 처음부터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에 기재되었

던 것은 아니다. 성종 7년(1476)에 간행된 종 1년 생원․진사시의 방목은 합

격자의 직역과 성명, 본 , 부의 직역과 이름만을 수록하 으며, 성종 10년

(1479)에 간행된 성종 2년(1471) 문무과방목에는 더 간단하게 합격자의 직역과 

성명, 부의 직역과 이름만을 기재하 다.

그 뒤 字, 거주지, 본  등이 하나씩 추가되었으나 부모와 형제 계가 처음 등

장하는 것은 종 8년(1513) 식년시 방목인 �文武雜科榜目�(내제:正德八年癸酉

七月日榜目)이다(그림 5 참조). 이 방목에는 이 의 여러 항목에 더하여 아내, 

어머니, 형제, 부모 계를 추가하 다. 그 기재 방식은 국의 登科 이나 同年

과 일치한다. 즉, 국의 登科 과 同年 을 모델로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이  아내와 어머니에 한 정보는 그 이후의 방목에서는 수록한 사례가 확인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생존여부와 형제 계를 기록한 항목은 한동안 수록과 

생략이 번복되다가 명종 1년(1546) 사마방목부터 지속 으로 나타나 방목의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이와 함께 單子를 수합할 필요가 두되었을 것이다. 

다만 의 방목에는 합격자의 출생연도가 생략되어 있다. 출생연도는 보다 늦

은 명종 13년(1558) 사마방목부터 지속 으로 나타난다.68)68)비록 이 방목은 後刷

本이기는 하지만 방목의 체제를 갖추고 있어서 당 의 원본도 이 형식을 취한 

것으로 단된다. 직후인 명종 16년(1561) 사마방목에도 출생연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출생연도를 기재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후반 즈음으로 보인다.69)69)

의 기사에서는 이 단자를 ‘雁行單子’라고 일컫기도 하 다. �황성신문� 1900년 3월 12일

자 고(계훈모, 앞의 논문, 134면, 각주 44 참조).

67) �戊子式年龍虎榜目�(Harvard-Yenching Library 소장)  ｢ 治戊子(1648)式年文科 試

榜目｣(필사본) 李震馝의 발문 “今有同生一世 同居一國則 二難幷矣 而同捷一榜 尤其難

也 豈可 偶然同之乎 實天作恩義兄弟也 是以印出榜目 朝夕披閱 記先諱  敦父子之親也 

其雁行  篤兄弟之義也”

68) �蓮桂榜: 戊午司馬榜�(국립 앙도서 , 古6024-145). 이 책은 뒤에 嘉靖戊午(1558)司馬

榜, 隆慶庚午(1570)文科榜, 崇禎壬午(1642)文科榜을 함께 엮어 간행한 후쇄본이다. 그러

나 각각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69) 방목에 신상정보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아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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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德麟은 자신이 합격한 선조 36년(1603) 사마방목의 後識에서 이 에는 단지 

이름, 자, 본 , 거주지, 부의 직역과 이름만 쓰고 나이와 형제 계, 부모의 생존

여부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언 하 다.70)70)실제 이 정보를 수록한 것은 한 세  

에 시작되었지만 안덕린은 이 시 에서도 이 항목들에 주목하 다. 그만큼 문

무과방목과 사마방목에서는 이 항목들을 시하 던 것이다.

<그림 5> 

종 8년(1513) 식년시 방목인 �文武雜科榜目�

(문화재청 제공)

    
<그림 6> 

�乙酉(1765)式年文武科榜目�

(규장각 소장) 

반면 조와 정조  국가에서 간행하여 반사한 방목은 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 41년(1765) 식년시 문무과와 생원․진사시, 조 50년(1774) 

登俊試, 정조 8년(1784) 정시 문무과,71)71)�園幸乙卯整理 軌�에 수록된 방목(1795)

의 경우는 방목문서의 체제를 그 로 따랐다(그림 6 참조). 따라서 字와 부모의 

일이다. 그러나 조선 기에는 試券에도 나이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부차

인 정보 던 것으로 보인다. 試券에 나이를 쓰기 시작한 것은 선조 15년(1582)과 선조 

18년(1585) 사이의 일이다. 

70) 安德麟(1563-1609), �沙村集� 권1, ｢題癸卯(1603)司馬榜目後｣. 

71) �乙酉(1765)文武科榜目�, �乙酉(1765)式年司馬榜目�, �丙戌後三百九年甲午(1774)再登俊

試榜�, �王世子冊 慶龍虎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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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여부, 형제는 생략되고 출생년도 신 당시의 나이가 기재되어 있다.72)72)이러

한 차이는 字, 부모의 생존여부, 형제 등 개인의 신상 정보가 동방들이 간행한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주요 구성 요소 다는 것을 보여 다. 

한편 동년들이 방목을 간행할 때에도 단자의 수합이 여의치 않을 때는 原榜目

의 내용을 그 로 수록하기도 하 다.73)73)무과방목이나 사마방목 에는 국가에

서 간행한 방목처럼 字와 출생연도, 부모의 생존

여부, 형제들을 생략하고 나이만 기재한 경우들

이 있다.74)74)이 사례들은 원방목의 형식을 그 로 

취한 것이다.  일반 방목의 형식을 따랐더라도 

字와 부모의 생존여부, 형제들이 락된 경우들

도 다수 확인된다(그림 7 참조). 이 역시 단자를 

수합하지 못해 원방목을 이용하여 항목을 구성

한 것이다. 

18세기 이후에는 節日製, 殿講 등을 통해 문과 

시에 직부한 경우나 四學合製, 陞補試, 公都  

등을 통해 생원․진사시 試에 직부한 경우 頭

註 형태로 그 사실을 추가하 으며, 사마방목의 

경우 회시의 試所와 합격 과목도 추가하 다. 이 

항목들도 수록과 생략이 번복되지만 19세기에는 

일반화된 양식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75)75)그런데, 

72) 정조 19년(1795) 생원․진사시의 경우 국가에서 간행하 지만 일반 사마방목의 체제를 

따랐다. �乙卯式年司馬榜目�.

73) 계훈모, 앞의 논문, 133면. 각주 44). 1900년 皇城壽洞司馬榜目 社가 황성신문에 낸 고

에는 단자 수합이 여의치 않아 고종 28년(1891)과 고종 31년(1894)의 방목을 ‘春曹原榜’

에 의거하여 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74) 정해은, 앞의 논문, 284면.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崇禎三壬子(1792)式文武科殿試榜目�

(1803, 정유자); �崇禎三甲寅(1794)春 聖文武龍虎榜目�(임진자); �崇禎三辛酉(1801)夏

以正宗大王躋享世室慶科庭試文武殿試榜目�(임진자); �崇禎三己巳(1809)冬元子誕降慶科

別試增廣文武科殿試榜目�(1810, 정유자); �崇禎紀元後四己未(1859)元子誕生慶科增廣別

試文武科殿試榜目�(1870, 全史字).

75) 국립 앙도서 에서 제공하는 방목의 이미지 일에는 원본에 있는 두주 부분을 삭제한 

경우들이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그림 7> 

�上之郞祚二十九年(1891)辛卯慶

科增廣司馬榜目�(국립 앙도서 , 

일산古6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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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목을 보면 부모의 생존여부나 형제 계가 락된 경우에도 試所와 과

목, 직부 등의 사항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76)76)즉, 이 사항들은 개인

의 단자가 아니라 다른 자료를 통해 일 으로 악된 것이다. 이런 사항들은 

조나 성균  등 련 서에서 보  이던 행정문서를 활용하 을 것이다. 

체 체제면에서도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기재 내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체

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기 형태는 恩門으로 지칭

된 시 명단과 방목으로 지칭된 합격자 명단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구성 요소들도 하나씩 추가되었다. 사마방목에 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있으

므로 아래에서는 문무과방목을 심으로 그 변화상을 살펴보도록 하자.77)77)

                          시험시기

구분      구성요소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卷首

傳敎 1662 - -

殿試 일정 1670 - -

書題/規矩
1629(문)

1660(무)
- -

恩門 1507 - - -

本文

榜目 1471 - - -

榜中色掌 1624 [1750]

監讀官/監董官 1678 [1745]

文武有司 1844-1882

試 試官 1630

附
시․회시 일정 시제 시 회시 1660 시 1714 -

경외입격자수 1720 [1801]

<표 3> 문무과방목의 구성 변화

 - 연도는 해당 항목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시험연도, [연도]는 해당 항목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시험연도

76) 표 인 로는 �上之卽祚二十九年辛卯(1891)慶科增廣司馬榜目�, �上之卽祚三十二年甲

午(1894)式司馬榜目�을 들 수 있다.

77) 최진옥, 앞의 책, 2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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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7세기를 거치면서 동방 에서 선임한 동방 표인 榜中色掌이 추가되

었다. 방 색장은 18세기 반에 사라졌다가 19세기 반 文有司․武有司라는 명

칭으로 다시 등장한다. 방 색장은 동방을 표하는 인물로 榜 에서 선임하 는

데 주로 명망가의 자제들이 담당하 다. 이들의 가장 요한 임무는 방목 간행을 

주도하는 것이었다고 보인다.  숙종 46년(1720)부터는 도별로 합격자수를 정리

한 ‘京外入格 數’라는 항목을 두었는데, 이 항목은 순조  들어 다시 사라졌다.

한편 17세기에는 시험에 련된 국왕의 傳敎와 시험 일정, 문과 시의 書題

와 무과 시의 規矩 등 시험과 련된 사항들이 방목의 앞쪽에 추가되었다. 이 

부분은 뒤에 ‘卷首’라는 편명으로 정리되었다.

아울러 初試와 試에 련된 사항들도 하나씩 추가되었다. 17세기에 회시의 

시 이나 서제, 일정 등을 수록한 사례들이 등장하는데 숙종 46년(1720)에 간행

된 증 시 문무과방목부터는 시와 회시의 일정, 시 , 書題와 規矩가 지속 으

로 수록되어 있다.78)78)이 부분은 정조 를 거치면서 방목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편제되었다. 그 결과 문무과방목은 卷首-恩門과 榜目-附 의 3단 구성으로 완성

되었다. 19세기에는 이 구성이 일반 이었다. 

사마방목의 경우 세부 인 내용에서는 문무과방목과 차이가 있었다. 를 들

어 색장의 경우 문과방목에는 방 색장이나 유사라는 단일한 항목만 있지만 사

마방목에는 이외에도 恩門色掌, 貢 色掌, 收券色掌, 濟馬首 등 그 항목이 보다 

다양하 다. 문과방목에는 없는 회시의 시소와 과목도 등장한다. 문무과방목에서

는 순조  이후 사라진 경외입격자수도 지속 으로 기재되었을 뿐 아니라 생

원․진사, 8도와 四都의 구분이 등장하여 보다 세분화되었다.79)79) 체 으로 보면 

문무과방목보다 사마방목이 보다 세 한 면이 있고, 변화의 시기도 조 씩 차이

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체 인 경향성은 동소이하 다. 

문무과방목이나 사마방목을 막론하고 모두 진 으로 수록 정보가 다양해지고 

체구성은 보다 체계화되었다.

결과 으로 면수도 증가하 다. 성종 7년(1476)에 간행된 하는 최 의 사

마방목은 은문과 방목을 포함하여 43면이지만 卷首와 附 이 실린 고종 25년

78) �上之四十年甲午(1714)聖候平復稱慶增廣別試文武科殿試榜目�(1720, 무신자).

79) 최진옥, 앞의 책,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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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사마방목은 104장, 208면으로 되어 있다.

방목에 실린 국왕의 傳敎나 시․회시의 시 과 試題, 試日 등의 정보는 동

방 몇 사람이 악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었다. 특히 국에서 실시된 시의 

시제와 시  등의 정보를 정확하기 악하기 해서는 과거를 주 하는 조나 

병조, 성균 에 보 된 행정문서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확보

하도록 지원해 주는 문 인 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사마방목의 간행과 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간기에 등장하는 ‘恩門庫直’의 존

재이다. 은문고직은 숙종 11년(1685) 라도 임실 에서 간행된 목 본 사마방

목에서 처음 등장하며, 조 1년(1725)부터는 교서  인출본에서도 지속 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동방합격자는 아니지만 방목의 편찬이나 간행을 행해  인

물로 추정된다.80)80) 

恩門은 본래 시 을 의미하지만 고종 17년(1880) 사마방목 간행 시에 발송된 

통문에는 방목을 간행하는 조직을 ‘恩門所’로 지칭하 다.81)81)따라서 恩門庫直은 

은문소의 고직을 의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통문에서는 庫直이 방목 간행 비

용을 수합하여 행정 인 실무를 담당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조 44년

(1768)에 간행된 조 16년(1740) 증 시 생원․진사시의 방목에는 은문고직이 

없어서 原榜을 구하지 못하여 방목 간행이 지연되었다고 밝히고 있다.82)82)은문고

직이 방목 편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수행했던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사마방목에서 확인되는 은문고직의 이름을 보면 순조 28년

(1828)-헌종 3년(1852)에는 李在吉이 11회, 고종 2년(1865)-고종 21년(1884) 사

이에는 宋雨植(宋祐植)이 7회, 洪箕煥이 5회에 실려 있다.83)83)반면 문과방목에는 

은문고직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 고종 12년(1875)과 고종 18년(1881)의 경우 

앞서 본 홍기환이 은문고직으로 되어 있다. 순조 28년(1828) 이후 방목의 출

에는 부분 이들이 여한 셈이다. 이들은 문 으로 방목 간행을 행해 주

80) 최경훈, 앞의 논문, 421-424면.

81) 소수박물  편, 앞의 책, 79면.

82) �崇禎再庚申(1740)增廣司馬榜目�(1768, 목 본) “右庚申司馬榜目 始刊於二十九年之後 

皆以恩門庫直已不在 元榜目 無處可覓故也 僅得傳謄一本而多有闕漏”

83) 최경훈, 앞의 논문, 4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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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문업자 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처럼 문 인 행업자들이 등장하면

서 방목의 체제도 보다 체계 으로 통일되어 간 것으로 보인다. 

6. 방목의 간행 추이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16세기부터 본격 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두 방목

의  경향은 다른 추이를 보인다. 간행본과 필사본을 모두 포함하면 사마방

목은 231회  183회, 곧 79%의 방목이 하는데 비해, 문무과방목은 748회 

 139회로 비율이 19%에 그친다.  사마방목은 16세기 후반 이후에는 거

의 부분이 하지만, 문무과방목은 17세기가 32%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이후에는 그 비율이 차 떨어져 19세기에는 172회의 시험  14회, 8.1%의 방

목이 확인될 뿐이다. 간행본만 놓고 보면 사마방목은 체 시험의 72.7%가 재 

남아 있으며, 17세기부터 90%, 96%, 98%로 그 비율이 갈수록 높아진다. 문과방

목의 경우 본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체 인 추이를 단언하기는 어

렵지만 재 간행본을 확인한 경우는 체 시험의 15.2%이며, 17세기가 24%로 

그 비율이 가장 높고 19세기에는 8.1%로 그 비율이 크게 낮아진 것을 볼 수 있

다. 이처럼 비되는 양상은 사마방목과 달리 문무과방목은 선택 으로 간행되

었을 가능성을 보여 다.

                상황

구분      시험시기 

간행본 필사본 미확인 부 합계

비고

비율
간행본 

비율

문무과 

방목

15세기 1 83 84 1.2% 1.2%

16세기 13 8 2 107 130 17.7% 10.0%

17세기 41 5 8 114 168 32.1% 24.4%

18세기 45 2 147 194 24.2% 23.2%

19세기 14 158 172 8.1% 8.1%

소   계 114 13 12 609 748 18.6% 15.2%

<표 4>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의  상황

(단 : 시험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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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방목에 비추어 볼 때 문무과방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간행에 불리하 다. 

우선 문과의 선발인원이 었다. 생원․진사시의 경우 선발인원이 각 100명, 총

200명으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범 도 넓었다. 문무

과방목의 경우 상 으로 물자와 자원의 동원이 용이한 문과 출신들이 방목 간

행을 주도하 는데, 문과의 경우 최소 33명을 선발하는 식년시와 증 시를 제외

하면 선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가 많았다. 그만큼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인

원이 었던 것이다. 

선발인원에 따라 하는 문무과방목의 숫자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보

듯 선발인원이 많은 시험일수록 방목의  비율이나 간행본의  비율도 높

게 나타난다. 선발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비율이 10% 으나 50명 이상인 

경우 55%나 된다. 즉, 선발인원이 을수록 방목이 하는 비율도 낮은 것은 

선발인원이 을수록 간행이 어려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선발 인원 
간행본 필사본 미확인 부 합계

비고

비율
간행본

비율

미상 　 　 4 4 0.0% 0.0%

1-10명 25 2 3 270 300 10.0% 8.3%

11-20명 15 6 4 136 161 15.5% 9.3%

21-30명 5 　 　 34 39 12.8% 12.8%

31-40명 41 5 5 130 181 28.2% 22.7%

41-50명 16 　 　 25 41 39.0% 39.0%

50명 이상 12 　 　 10 22 54.5% 54.5%

합계 114 13 12 609 748 18.6% 15.2%

<표 5> 문과의 시험별 선발 인원 수와 방목 출 의 상 계

(단 : 회) 

사마방목

15세기 3 2 37 42 11.9% 7.1%

16세기 20 9 7 36 80.6% 55.6%

17세기 48 4 1 53 98.1% 90.6%

18세기 49 2 51 96.1% 96.1%

19세기 48 1 49 98.0% 98.0%

소   계 168 15 48 231 79.2%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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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이래 무과 제자의 증가도 문무과방목의 간행을 어렵게 한 요인이 된

다. 조선후기에는 문과 선발인원이 여 히 제한된 데 비하여 무과 제자는 수천 

명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방목에 실려야할 인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발행 비

용도 증가한다. 이 때문에 무과방목의 수록 면수를 이거나 아  생략한 사례

들이 등장한다. 

병자호란 호종인들을 상으로 시행한 인조 15년(1637) 정시는 문과 17명, 무

과 5,435명을 선발하 는데, 무과방목의 경우 3단으로 구성하여 字로 인출하

고, 제자의 개인정보도 간략화하 다(그림 8 참조).84)84)정조 12년(1792) 식년시 

문무과방목에서는 문과는 3행, 무과는 1행으로 신상정보를 기재하여 면수를 

다(그림 9 참조).85)85)  인조 5년(1629) 별시 방목은 同榜의 한 사람인 崔煜이 

인조 25년(1647) 청송부사로 있을 때 간행하 는데, 무과의 경우 ‘金孝男 등 162

인’으로 총수만 기재하고 방목은 생략하 다.86)86)정조 18년(1794) 정시 방목은 교

서 에서 활자로 인출하 으나 아  무과 방목이 없다.87)87)무과 제자 수가 많

은 것은 문무과방목의 간행에 부담이 되었던 것이다. 

무과 제자가 많은 것은 방목을 간행하기 해 單子를 모으거나 방목을 배포

할 때에도 장애가 되었다. 하는 무과방목에는 단자를 통해 수합하는 부모의 

생존여부나 형제 계가 락된 사례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며, 단자를 걷지 않고 

아  방목문서를 토 로 방목을 편찬한 사례들도 있다.  수백명분의 방목을 

인출하는 데에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방목을 나 어 가지기도 어

려웠다. 인조 15년(1637)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호종인들을 상으로 시행한 

庭試에서는 문과에서 5명, 무과에서 5,435명을 뽑았는데, 방목의 면수는 194면에 

84) �丁丑(1637)庭試文科榜目�(1637, 정지화 등, 목 본)에서는 무과방목은 3단으로 구성하

고, 개인 정보도 간략화하 다.

85) �崇禎三壬子(1792)式文武科殿試榜目�(1803, 정유자). 

86) �崇禎己巳(1629)冬皇太子誕生別試文科榜目�(국립 앙도서  소장, 한古朝26-28-11). 이 

책에는 간기가 없으나 표지에 ‘崔靑松丁亥年刊 ’라는 追記가 있다. 당시의 청송부사가 

崔煜이었다.

87) �崇禎三甲寅(1794)春慈殿恰躋五旬慈宮恰躋六旬合二慶慶科庭試文科榜目�(임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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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다.88)88)문무과방목을 간행하기는 하 으나 무과 제자들에게도 다 방목이 주

어졌는지는 미지수다. 

문과방목 무과방목

<그림 8> �丁丑(1637)庭試文科榜目�(규장각 소장, 想白古 351.306-B224mn-1637)의 체제 

문과방목 무과방목

<그림 9> �崇禎三壬子(1792)式文武科殿試榜目�의 체제

88) �丁丑(1637)庭試文科榜目�(1637, 정지화 등, 목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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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방목을 간행하여 반사한 정조 8년(1784) 정시의 경우 문과 18명, 무

과 2,692명을 선발하 다. 이 때에는 제자 1인의 정보를 1행에 정리하여 면수

를 지만 卷首와 附 이 늘어나 그 면수는 214면에 달했다. 정조는 문과 제

자에게는 모두 교서  인출 방목을 반사하 으나 무과의 경우 갑과와 을과 출신

에게는 교서  인출 방목을 반사하고, 병과 출신에게는 군 과 각도 감 에서 

번각본을 제작하여 반사하도록 하 다.89)89)국가의 물력으로도 한꺼번에 수천 권

을 인출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 무과 제자가 수천 명에 이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문과의 경

우 50명이 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17세기 이후의 무과에서는 수백 명을 선발하

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었다. 무과 제자의 증가는 인출과 배포 비용을 

증가시켜 문무과방목의 간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무엇보다도 문무과 제자들 사이에 동년의식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동년록으로서의 방목은 과거 합격의 기념물이자 동년  그 후

손간의 교유를 해 간행되었다. 그런데, 문무과방목은 문과와 무과, 식년시와 

증 시의 경우 잡과까지 포 하여 방목을 간행하 다. 이들 사이에서 同年 의식

이나 世誼를 기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재 확인되는 16세기 식년시․증 시 문무과방목 8건은 모두 잡과방목까지 

포 하는 문무잡과방목이다. 이외에 沈守慶이 제한 명종 1년(1546) 식년시 방

목도 문과, 무과, 잡과의 통합 방목이었다.90)90)徐居正은 세종 26년(1444) 식년시 

문과에 제하 는데, 그 역시 잡과 합격자의 명단을 악하고 자신이 엮은 ‘七

榜聯芳’에 이를 포함시켰다.91)91)문무잡과를 통합하여 방목을 편찬․간행하는 것은 

그 연원이 오랜 행이었다. 

그러나 17세기에는 하는 식년시․증 시 방목 15건  3건만이 문무잡과

방목이며, 나머지 12건은 잡과를 제외한 문무과방목이다. 마지막으로 문무잡과를 

89) �승정원일기� 정조 8년 10월 1일(계미); �正祖甲辰王世子冊 慶龍虎榜�.

90) �大東野乘� 遣閑雜  沈守慶撰 “守慶於 明宗朝嘉靖丙午(1546)式年 登科壯元 文科三十三

人 武科二十八人 重試文科十八 武科三十五人 譯科十九人 陰陽科八人 律科八人 摠一百四

十七人 合爲榜目一冊 印出之各藏焉”

91) 徐居正(1420-1488), �四佳文集� 권4, ｢七榜聯芳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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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하는 방목은 숙종 10년(1684) 식년시 방목이다.92)92)즉, 17세기를 거치며 식년

시․증 시 방목에서 잡과방목은 제외되었다. 양반들의 신분의식이 강화되면 강

화될수록 동년의식도 어들었던 것이다. 

문무과는 文武竝用의 이념에 따라 항상 함께 시험을 시행하고 방목도 함께 만

들었다. 하지만 무과 제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제자의 신분도 다양화되었고, 

방목을 간행하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소수의 문과 제

자들이 동년의식을 발휘하여 방목을 간행, 배포하기에는 그 부담이 무 컸다. 

실제 방목을 간행한 경우에도 문무과 제자 모두에게 방목을 배포하 는지는 미

지수다.

18세기 이후에는 문과 제자들의 제 경로도 다원화되었다. 조선시  문과

는 식년시를 심으로 제도화되었지만 조선후기에는 明經科와 製述科의 구분이 

일반화되었고, 명경과인 식년시 문과는 鄕儒들을 한 시험으로 락하 다. 게

다가 18세기 이래 성균  과시를 통해 직부 시자격을 얻어 제하는 자들이 늘

어나면서 제 경로는 더욱 다기화되었다.93)93)직부 시자들은 제도 으로 殿試를 

거쳐 공식 으로 제 자격을 얻었고, 방목 상에는 殿試를 응시한 시험의 합격

자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실에서는 직부 시 자격을 얻은 課試의 제자로 인

식되었고, 문과방목에서도 이들의 경우 頭註로 직부 시 자격을 얻은 과시의 종

류와 제 시기를 별도로 기재하 다. 즉, 직부 시자와 문과 출신인 原榜 출신

들은 시험 과정에서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지 못했다. 이들 사이에 동년의식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다른 시험에 비해 선발인원이 많았던 식년시의 문무과방

목은 비교  많이 간행되었지만 증 시 문과방목이 꾸 히 간행된 것과 달리 19

세기에는 더 이상 존본이 확인되지 않는다. 식년시 제자의 이원 인 구성과 

식년시 경시 풍조가 방목의 간행에도 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92) 문무잡과방목의 황은 이남희, ｢朝鮮時代 雜科榜目의 資料的 性格｣ �고문서연구� 12, 

129면 <표 2> 참조.

93) 박 순, 2014 �조선후기의 科擧�, 소명출 , 277-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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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종류

  구분
식년시 증 시 별시형94)

94) 친림시95)
95) 친시 기타 합계

문무과 시행 횟수(회) 165 67 160 270 12 74 748

문무과방목 존 건수(건) 38 37 28 32 0 4 139

존 비율 23.0% 55.2% 17.5% 11.9% 0.0% 5.4% 18.6%

<표 6> 문무과방목의 시험종류별 존 비율

수록 인물들이 다기하고, 선발인원이 불균형을 이루었던 문무과방목에 비하면 

사마방목은 수록되는 인물들의 구성이 균질 이고, 인원도 200명으로 거의 고정

되어 있었다.96)96)비록 문과 제자들에 비하면 사회  상이 낮았지만 방목을 간

행하기에는 보다 안정 인 구조를 갖고 있었다. 게다가 수록인들의 균질 인 구

성은 同榜을 매개로 교유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 다. 오

랫동안 동방 에서도 司馬同榜의 교유가 가장 두텁다고 인식된 것도 이 때문이

다.97)97)그 결과 사마방목은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꾸 히 간행될 수 있었다. 

게다가 사마방목은 19세기에 들어 간행에 소요된 기간도 단축되는 경향을 보

인다. 시험 후 30년 이내에 간행된 방목으로 사례를 좁  보면 간행까지 걸린 

평균 기간은 17세기 15.0년, 18세기 8.1년, 19세기 1.8년으로 19세기에 격히 

어들었다. 19세기에 간행된 방목 48건  24건이 시험 당해년에, 12건은 이듬해

에 간행되었다. 18세기의 경우 36건  당해년에 7건, 이듬해에 7건이 간행되었

지만 반이상은 6년 이상이 걸렸으며 최고 30년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

94) 별시형은 시와 시를 시행한 별시와 시가 있던 정시를 가리킨다.

95) 시가 없이 시만 시행한 정시, 알성시, 춘당 시 등을 가리킨다.

96) 생원․진사시 선발인원은 각 100명씩으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고종 에는 진사시 恩賜가 

많아 그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마지막 과거가 시행된 고종 31년(1894) 식년시 때는 생

원 278명, 진사 1,055명을 선발하 다.

97) 洪暹(1504-1585), �忍齋集� 권4, ｢題戊子司馬榜 圖後｣ “世之聯名一榜  輒以兄弟相呼喚 

國俗所同 而交厚情親 義均骨肉 唯司馬榜爲甚”; 梁居安(1652-1731), �六化集� 권3, ｢書親

書司馬榜目 繼 自家詩文及諸名賢儕友所惠詩若書後｣ “國俗 重司馬同年 其相密有若兄

弟 契好延于子孫”; �崇禎三庚午(1750)式年司馬榜目�(1766, 金鍾秀 등, 목 본) “重同年

古也 國俗以司馬榜爲重 重魁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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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세기에는 다수가 1-2년 사이에 간행되었고, 6년 이상 걸린 경우는 6건 밖

에 없었다. 

방목을 간행할 때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비용문제 다. 그런데, 고종 17년

(1880) 생원․진사시의 경우 6월 16일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1일에 放榜禮

를 시행하 는데, 동방합격자들이 서울에 머물고 있는 동안 이미 간행비를 분담

하기로 서약을 하고 낙향한 후에 통문을 발송하여 비용을 걷었다. 이 방목은 이

듬해 6월에 간행되었다.98)98)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방목 간행을 비하고 일

감치 비용을 배정하여 빠른 시간 안에 방목 간행을 마무리지었던 것이다. 소수

의 지방 들이 방목 비용을 분담할 때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동년들이 비용을 추렴할 때에는 오히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시험시기

간행소요시간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합계

당해년 7 24 31

이듬해 7 12 19

2-5년 2 8 6 16

6-10년 1 1 2 6 4 14

11-15년 1 2 2 1 6

16-20년 2 2 1 5

20년이상 4 4

합계 1 2 8 36 48 95

<표 7> 사마방목의 간행에 소요된 시간

(단 : 시험횟수) 

아울러 19세기에는 시기별로 방목간행을 담하다시피한 은문고직들이 있었

다. 장기간에 걸쳐 그 일을 담당하고 있었으니 그들은 방목 간행에 필요한 문

성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이 은문고직의 존재도 사마방목의 간행 시기를 단

축시키는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98) �崇禎後五庚辰(1880)增廣司馬榜目�(1881, 목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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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종 22년(1885) 이후에는 오히려 사마방목의 간행이 지연되었다. 아

울러 국가가 직  방목 간행에 간여한 양상도 나타난다. 고종 22년(1885) 식년

시와 증 시, 고종 25년 식년시 사마방목은 고종 28년(1891) 규장각에서 직  

교정하여 간행하 다.99)99)이 때 간행된 사마방목에는 整理字本으로 내각에서 인

출하 다는 간기가 있다.100)100)

그런데, 고종 22년 식년시에 합격한 생원 李根重에게 고종 26년(1889) 내각에

서 방목 출  비용 50냥을 납부하라고 하달한 문서가 하고 있다.101)101)방목의 

간행 에 내각에서 방목 출  비용을 청구한 것을 통해 내각에서 방목의 간행 

비용을 선불로 납부받은 후에 방목을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의 방목을 보

면 단자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보이며, 이들은 방목 간행 비용도 보내

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방목은 주문제작으로 간행된 셈이다.

그 후에 시행된 고종 28년(1891) 식년시 방목은 하지 않아 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고종 28년(1891) 증 시와 고종 31년(1894) 식년시 방목은 무 

6년(1902)에 간행되었다. 이  고종 28년(1891) 증 시 방목의 간행과 련해

서는 간행 인 고종 30년(1893) 내각에서 출  비용을 청구한 문서와 간행 후

인 무 7년(1903) 지방 을 통해 방목  납부를 요구한 문서가 한다.102)102) 

당 에는 이 처럼 먼  비용을 걷어 주문 제작하려고 하 으나 여의치 않자 간

행 후 매로 배포 방식을 바꾼 것이다. 

이와 련해서는 �황성신문�에 련기사가 등장한다. 먼  고종 35년(1898) 4

월 22일 기사에는 고종 28년(1891)과 고종 31년(1894)에 시행된 3차의 생원․진

사시 방목을 간행하기 해 규장각 학사 李載純과 金宗漢이 국의 郡守들에게 

내 합격자들의 단자를 걷어 보내라는 公札을 보냈다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2

 99) �승정원일기� 고종 28년 6월 8일(경자) “曺萬承 以刑曹 啓曰 禮曹啓辭內 卽接奎章閣

移文 則以爲 乙酉以後增式司馬榜目 今 開印 而榜目中 痕狼藉 眞贗無辨 無以校正 自

本曹取稟釐整爲辭矣”

100) 계훈모, 앞의 논문, 134면. 

101) 최경훈, 앞의 논문, 419면.

102) 의 논문, 419면; 손계 , 2009 ｢사마방목의 간행 비용을 내도록 하라｣ �고문서로 읽는 

남의 미시세계�, 경북 출 부, 24-26면.



38·한국문화 84

년 뒤인 무 4년(1900) 3월 12일자 기사에는 ‘皇城鑄字洞司馬榜目 社’ 명의의 

고가 실렸다. 이 고의 핵심 내용은 방목 간행을 해 雁行單子를 보내라는 

公札을 차 보냈으나 단자가 걷히지 않아서 조의 原榜에 의거하여 방목을 간

행한다는 것을 알리는 내용이다. 그리고, 무 6년(1902)에 간행된 방목에는 內

閣에서 간행되었다는 간기가 있다.103)103) 

‘皇城鑄字洞司馬榜目 社’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고 에

는 처럼 돈을 걷어 인출하기가 어려워 뜻있는 사람들이 자본 을 고 회사를 

세워 방목을 간행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 역시 간행 후 매의 방식으로 방목을 

간행하 던 것이다. 고종 31년(1894) 과거제는 폐지되었지만 그 출 을 한 기

업이 등장할 만큼 사마방목의 간행은 필수 인 사안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7. 맺음말

조선시 에는 다양한 형식의 방목이 작성되었다. 지 까지의 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간과하여 여러 기록 상의 방목을 간행본 문무과방목이나 사마방목과 동

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방목의 명사이자 

공 인 간행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연 기에서 언 된 방목은 국가가 작성

한 행정문서로 간행본의 문무과방목이나 사마방목과는 성격이 다른 방목이다. 

이 에서는 이에 착목하여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이 국가의 공식 간행물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두 방목의 편찬·간행 주체와 본, 수록 내용, 간행 추이를 검

토하 다.

결론 으로 말하면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합격자들이 동방 합격을 기념하

기 하여 자비로 간행한 기념물이다. 동방들의 여건에 따라 교서 에서 활자본

으로 간행하기도 하고, 지방에서 목 본으로 간행하기도 하 다. 여의치 않으면 

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상황으로 미루어 보면 사마방목은 16세기 

103) 계훈모, 앞의 논문, 134면, 각주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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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부터 시험마다 거의 부분 간행되었지만 문무과방목은 오히려 간행된 경우

가 었다고 단된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동방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라 

간행되는 비공식  간행물이었다. 간기에 포함된 교서 이나 지방군 은 인쇄처

를 의미할 뿐이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국가의 행정문서인 방목문서에 기 하지만 동방합격

을 기념하기 한 특징 인 항목들을 추가하여 편찬하 다. 아울러 과거 시행에 

련된 행정문서를 활용해서 수록 정보를 추가하여 갈수록 내용이 풍부해졌으

며, 구성도 보다 체계화되었다. 18-19세기에는 방목의 간행을 행하는 문 인 

업자들이 존재하 고, 이른바 개화정책의 추진 이후에는 정부와 기업이 방목 간

행에 간여하 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조선후기 민간출 이라는 에서

도 여겨 보아야할 자료이다.

본문에서 검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과거 합격을 한 기념물로 간행되었다. 이와 유사

한 성격의 자료는 고려시 에도 있었다. 하지만 이 때는 門生들이 座主에게 바

치는 기념물로 名帖, 名 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행은 조선 기까지 이어

졌으나 태종  座主門生制를 폐지하면서 名 의 제작도 지되었다. 그 후에는 

개인 으로 방목을 필사하여 보 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성종 부터는 책자형태

로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을 간행하 다. 방목의 간행은 16세기에 확산되는 경

향을 보인다.

같은 시기 국에서는 과거 후에 국가에서 登科 를 인출하여 배포하는 한편 

동방 합격자들은 동년록을 작성하여 동년간의 交誼와 후손들의 世誼를 이어가는 

근거로 삼았다. 조선에서는 조·정조 의 몇몇 사례를 제외하면 국가에서 공식

으로 방목을 간행한 이 없었다. 신 동방합격자들이 문무과방목과 사마방

목을 간행하 다. 조선의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성격상 국의 동년록과 상

응한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동년들이 편집하여 교서 에서 활자본으로 인출하거

나 지방에서 목 본으로 간행하 다. 그 비용은 당 에는 주로 지방 으로 나간 

동년들이 찬조하 으나 뒤에는 동년들이 비용을 추렴하는 경우가 보다 우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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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刊記에 등장하는 교서 이나 지방군 , 감  등은 방목을 인쇄한 곳이며, 실

제 편찬과 간행의 주체는 동년들이었다. 동년들은 방목을 간행하기 에도 편집

된 형태의 필사본 방목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간행할지 말지는 동방들의 

선택과 그들이 처한 여건에 달려 있었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국가에서 작성한 방목문서를 토 로 편찬되었다. 그

러나 동방합격자를 형제 계로 간주하는 념에 근거하여 字, 부모님의 생존여

부, 형제 계와 같은 개인의 신상 정보도 함께 수록하고, 나이를 출생연도로 기

재하 다. 반면 조·정조  국가에서 간행한 방목은 방목문서를 그 로 수록하

여 이 항목들이 생략되고, 출생연도가 아닌 나이가 기재되어 있다. 이 항목들은 

간행본 방목의 특징 인 요소이다.

이외에도 방목에는 시, 회시 시행에 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진 으로 추

가되었고, 체 구성도 보다 체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정보들은 계 기

에 소장된 행정문서를 토 로 편찬하 으며, 문 으로 방목 간행을 행하는 

‘恩門庫直’으로 불린 업자들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무과방목과 사마방목은 16세기부터 본격 으로 간행되었지만 두 방목의 

존 경향은 다른 추이를 보인다. 시험시기를 기 으로 볼 때 사마방목은 16세기 

후반부터 거의 빠짐없이 남아 있지만 문무과방목은 갈수록 본이 어든다. 

문무과방목은 문과 출신들이 주로 간행을 주도하 으나 선발인원이 소수인데다 

무과선발인원이 격히 늘어나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나 간행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반면 사마방목은 합격자들의 신분이 균질 이고 인원도 비교  다수

기 때문에 과거제가 폐지된 이후까지도 지속 으로 간행될 수 있었다. 

주제어 : 科擧, 文武科榜目, 司馬榜目, 榜目, 출  

투고일(2018. 10. 29),  심사시작일(2018. 11. 8),  심사완료일(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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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mpilation and Publication of State Examination Bangmok 

in Joseon Dynasty 

104)

Park, Hyun Soon *

This paper examines the publisher, contents, and the publication process of bangmok 

of civil and military examination and samabangmok, while questioning their nature as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state. 

To conclude, bangmok of civil and military examination and samabangmok were 

unofficial publications published since late 15th century by successful candidates at their 

own expense to celebrate their success. According to their situations, some were 

published at Gyoseogwan(Printing Bureau) in a printed book and some at a local area in 

a wood-block printing. Those in poor conditions could not get it published. While 

samabangmok was published whenever there was an examination,  bangmok of civil and 

military examination was done rarely. The name of the Printing Bureau, provincial 

governor's office, and counties and prefectures recorded inside the publication only meant 

the place where it was printed.  

Generally, bangmok of civil and military examination and samabangmok were 

published based on the state’s administrative documents, but they also added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assers, reflecting their nature as a commemorative material. The 

contents have become diverse by adding more information such as the process of the 

examination. With the emergence of professional agents who were in charge of 

publishing the bangmok, the structure also developed to become more organized. 

Bangmok of civil and military examination and samabangmok are crucial materials for 

discussing the development of private publication during late Joseon society. 

Key Words : civil examinations(科擧), bangmok of civil and military examination(文

武科榜目), samabangmok(司馬榜目), bangmok(榜目), pub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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