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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인조-숙종대 교생고강(校生考講) 제도 시행의 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 실제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문에서는 교

생고강과 관련된 사료를 중심으로 전란 후 전개된 교생고강 정책들의 배경

과 시행 과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것이 인조-숙종대 지방 관학교육

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교생고강 정책은 교생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여 교생으로서의 자격을 상

실했다고 볼 수 있는 학업 부진 교생을 도태시키기 위하여 선초부터 시행

되었던 것이다. 교생고강 제도 강화에 대한 논의는 양란 이후 인조-숙종대

에 본격화되었다.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는 인조 4년(1626), 인조 22년

(1644), 숙종 30년(1704), 숙종 37년(1711)에 크게 4번의 변화 과정을 거치

며 시행되었다. 그 변화의 주요 내용은 고강서, 고강방법, 고강 횟수 및 낙

강자(落講者) 처리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인조 4년(1626)에는 교생고강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이전까지 모호

했던 낙강자 처리 방식이 크게 군보강정론(軍保降定論), 무학강정론(武學降

定論), 징포론(徵布論)으로 나뉘었다. 군보강정론은 낙강자를 군역의 하나

인 군보로 강정시키는 것이었다. 군보로 강정된 낙강자는 교생의 지위를

박탈당하여 과거에 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질 수 없었다. 무학강정론은 낙

강자를 무예와 무경 및 기본적인 유학서를 익혔던 무학생으로 강정하고,

일정 기간의 강습 기간 후 재시험을 치르게 하여 다시 불통한 자는 군보로

강정시키는 것이었다. 징포론은 교안(校案)에 교생으로 유지는 시키되 포를

징수하는 방안이었다. 결국 인조 4년의 낙강자 처리 방식은 포를 걷되 3년

의 강습 기간 뒤 재시험에서도 낙강했을 경우 군역에 강정하는 한시적 징

포론으로 결정났다.

인조 22년(1644)에는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교생고강에 관한 사항을 총

정리한 각도교생고강사목(各道校生考講事目) 이 반포되었다. 각도교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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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목 에서는 이전의 고강 대상, 고강 과목, 낙강자 처리 방안이 재정비되

어 1년에 2회(봄, 가을) 액내·액외 교생뿐만 아니라 서원생, 업유(業儒)들까

지 포함하여 고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전과 달리 서원생과 업유들까

지 고강하여 고강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 고강 과목도 <사서(四書)>

와 소학 가운데 1권, 제사자집(諸史子集)에서 1권씩 총 2권을 고강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낙강자 처리 방식은 낙강자를 3년 동안 무학으로

강정한 뒤, 무학시재에서 다시 낙강하면 군보로 강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효종·현종대는 각도교생고강사목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고강이 더욱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 교생고강의 엄격한 운영은 학적이 있는 자만 과

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적자부거(學籍者赴擧) 원칙의 강화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숙종 30년(1704)에는 교생낙강징포절목(校生落降徵布節目) 이 반포되

어 교생고강 제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숙종 30년의 고강이 이전의 고강 규

정과 다른 점은 고강 횟수의 축소, 윤강(輪講)과 낙강자 징포 방식의 도입

등이다. 먼저 고강 횟수는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으며 고강서는 이전

의 2권에서 1권으로 권수를 줄이되, 해마다 같은 내용의 책을 고강할 수

없도록 하는 ‘윤강’ 제도를 도입하였다. 낙강자 처리에 있어서도 낙강자를

군보로 군역에 충정하지 않고 별도로 징포 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포 2필을

거두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매달 포 1필을 거두었던 군보에 비하면

훨씬 나은 대우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낙강되더라도 규정에 맞게 포만 낸

다면 교생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방안이었다.

숙종 37년(1711)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두 가지

방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낙강자 직정군역(直定軍役)으로 낙강자 처리

방식이 강화된 것과 고강 성적으로 액내와 액외 교생을 선발한 것이다. 낙

강자를 군역에 충정하는 원칙으로 복귀한 것은 숙종 30년의 낙강자 징포가

조종조의 법제에 비추어 구차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리고 고강 성적에 따라 우수한 자를 액내 교생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액외

교생으로 삼은 것은 학업 권면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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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는 선초의 학업 독려라는 목적을 유

지하면서 학적 정리와 지방 관학교육 재정비의 일환으로 강화되었다. 즉,

국가는 전란 후 향교교육을 재정비하고 교생과 서원생 등 학생층이 증가한

새로운 상황에서 그 해결 방안으로 교생고강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업 자질이 없는 자들을 도태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점검하고,

학업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주요어 : 향교, 교생고강, 군보강정, 무학강정, 징포, 지방 교육정책

학 번 : 2010-0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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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논문은 인조-숙종대 교생고강(校生考講) 제도 시행의 변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 실제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문에서는 교

생고강과 관련된 사료를 중심으로 전란 후 전개된 교생고강 정책들의 배경

과 시행 과정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것이 인조-숙종대 지방 관학교육

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향교는 고려시대부터 지방 관학으로 설립되기 시

작하여 조선시대에 들어 국가의 관학 진흥 정책의 일환으로 현(縣) 이상에

설치되었다. 향교에서 강학활동과 의례활동에 참여했던 교생은 유학을 공

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대책으로 군역(軍役)을 면제 받았다. 군역 면제는

대도호부(大都護府)·목(牧) 90명, 도호부(都護府) 70명, 군(郡) 50명, 현(縣)

30명을 정원으로 한 액내 교생과 정원 외의 액외 교생 모두에게 해당되었

다. 단, 군역 면제를 받기 위해서 액내와 액외 교생은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최소한의 학업 수준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교생고강을 통과

해야 하였다.

그간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에 관한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이

루어져 왔다. 첫 번째 관점은 교생고강을 양란 이후 군역 자원을 충당하기

위한 군역 자원 확보책의 일환으로 본다. 이에 따르면, 인조-숙종대 교생

고강은 교생으로 적(籍)을 올려 피역하고 있는 양인들을 가려내어 역을 부

과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전기의 교생고강이 권과(勸課)와 장학

(獎學)의 성격을 가졌던 것과 달리, 조선 후기의 교생고강은 군역을 지지

않고 있는 한정(閑丁)들을 모으는 한정수괄책(閑丁收括策)의 성격을 가졌다

고 본다. 조선 후기 교생고강 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이러한 관

점을 가지고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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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관점은 17세기 양인 교생의 증가 추세에 맞서 사족 교생의 지

위를 비호(庇護)하기 위해 교생고강이 시행되었다고 본다.2) 양란 후 군역

면제와 지위 상승을 목적으로 양인의 향교 입학이 증가하자 사족 자제들은

향교 입학을 꺼려했고, 그 해결책이 교생고강이었다는 것이다.3) 인조-숙종

대 교생고강의 강화는 교생의 교화 및 학업 점검의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

만, 이는 어디까지나 양인 교생의 증가 추세를 억제하여 사족 교생 중심의

신분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세 번째 관점은 조선 후기 교생고강을 지방 관학교육 진흥책과 관련하

여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4) 조선 전기와 후기 교생고강의 목적과 성격이

학업을 장려하는 권학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선 후기 교

생고강은 군역과 사족지배 강화 정책이 아니라 지방 교육 정상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할 측면이 더 많다고 본다. 이 관점은 아직 시론에 불과하기

는 하지만, 조선 후기 교생고강 제도를 향교 교육의 재정비와 각종 시험

제도의 관리를 위한 선행 사안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교육사적 의의가 있

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교생고강의 목적과 성격을 논한 것은 당시의 군

역, 신분과 연관된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전

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이다. 인조-숙종대 교생고강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생

고강 제도 자체의 내용과 시행절차의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

본적이면서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무엇보다 고강 대상, 고강 내용, 고강 결과 처리 등을 포

1) 예컨대, 이러한 입장의 선행연구로는 박연호(1986), 仁祖-肅宗年間의 軍役과 校生考講 , pp.

207-224; 강대민(1992), 한국의 향교연구, 경성대학교 출판부; 윤희면(1990),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등을 들 수 있다.

2) 예컨대, 이러한 입장의 선행연구로는 강성희(2000), 17世紀 校生考講의 制度化와 그 運營 , 역사
교육 제73호, 역사교육연구회, pp. 107-148 등을 들 수 있다.

3) 조선 후기 교생 신분과 지위에 관한 연구물들은 이범직(1976), 조선후기의 교생신분 , 한국사론
3, pp. 323-342; 송찬식(1976), 조선후기 교원생고 , 국민대 논문집 11 등이다.

4) 예컨대, 이러한 입장의 선행연구로는 최광만(2008), 17세기 地方敎育政策의 性格 - 課試謄錄을
중심으로 , 교육사학연구 제 18집 제1호, 교육사학회, pp. 107-133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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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교생고강의 시행 과정 자체에 대한 검토와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조-숙종대 교생고강의 실제 운영 과정이 어떠하였

는지를 이에 대한 관련 사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것이 지방 관학교육

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의 시행과정과 그 특징을 고찰하

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인조 22년(1644) 각도교생고강사목(各道校生考講事目) 이전의

교생고강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었는가? 교생고강 제도는 경국대전 예전

장권조에 관찰사의 순행고강(巡行考講)으로 명시된 교육제도로서 고강 성적

에 따라 교생에게 상벌을 주어 학업을 독려하고자 제정된 것이었다.5) 교생

고강은 조선 초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이나6) 고강서나 고강 방법 등의 시

행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17세기

전란 후 향교 교육 재정비의 일환으로 교생들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는 교

생고강 제도의 세부 운영 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러한 논의

를 통해 고강 운영의 세부 원칙을 규정한 각도교생고강사목 이 제정되었

다. 따라서 각도교생고강사목 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교생고강 제도 운

영을 그 논란의 핵심이었던 고강 대상 범위와 낙강자 처리 방식을 중심으

로 살펴봄으로써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가 어떠한 배경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의 운영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5) 경국대전 예전 장권조: 校生所讀書日課 每月季守令報觀察使 觀察使巡行考講 依學令勸懲置簿

敎官殿最時憑考 其月課日講優等者 量減戶役.

6) 교생고강 제도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조선시대 들어 교생고강이

처음으로 언급된 시기는 경국대전이 완성되기 이전인 세조 4년(1458)이다.(세조실록 4년(1458) 4
월 23일(경진): 傳旨議政府曰 爲國之道 厚倫成俗而已 其議興化勵俗之方以啓 議政府議啓 … 觀察使

巡行時 親講儒生 通不通具錄 啓聞賞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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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생은 군역 면제를 받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교생고강을 통과해야

하였다. 즉, 고강서, 고강 방법 등의 고강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향교 학생으로서 교생의 자격 요건을 알 수 있다. 인조-숙종대 고강

서, 고강 방법, 고강 횟수 등의 교생고강 제도의 내용이 크게 바뀌었던 시

기는 인조 4년(1626)과 22년(1644), 숙종 30년(1704)과 37년(1711)으로 크게

4번의 변화 과정을 겪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반포되었던 교생고강

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그 변화의 과정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

도 변화에 담긴 교육사적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경국대전에
춘추고강 또는 연례고강의 법규로 제정되었던 교생고강 제도는 인조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의 내용과 그

시행을 모은 교생고강등록(校生考講謄錄)의 문건이 만들어졌다. 인조-숙

종대 교생고강 제도가 교생고강등록의 문건으로 기록된 것은 당시의 교

생고강이 이전 시기와는 다른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당시 교육정책 담당자들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교육사적 의의로 보고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의 운영 과

정을 토대로 지방 관학정책과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인조 22년

(1644) 각도교생고강사목 이전의 교생고강 제도를 살펴본다. 각도교생고

강사목 은 관찰사의 춘추고강이라는 원칙 외에 고강방식과 관련된 통일된

기준 없이 시행되었던 교생고강 규정을 구체화하여 종합 정리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사목이 제정되기 이전 고강 제도 운영에 있어서 논란의 중심

이 되었던 낙강자 처리 방식과 고강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

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

가 어떠한 맥락에서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제Ⅲ장과 Ⅳ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인조-숙종대 교

생고강 제도의 시행절목의 내용과 그 변화과정을 살펴본다. 먼저 제Ⅲ장에

서는 1644년의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지방 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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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정책과 연계하여 그 시행 과정 상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숙종 30년 교생낙강징포절목(校生落講徵布節目) 과 숙종 37

년 ‘교생낙강직정군역(校生落講直定軍役)’ 원칙을 중심으로 18세기 이후 교

생고강 제도와 그 시행 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3. 자료와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료를 수집하여 해석하는 문헌 연구의 방법을 따랐

다. 역사적 연구의 일반적인 단계인 연구 문제의 설정, 사료의 수집, 사료

의 검토, 사료의 해석 및 비판, 논문 집필의 순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의 기본 사료는 인조-숙종 대의 교생고강의 절차와 낙강자 처

리 규정의 변화 과정을 담고 있는 교생고강등록이다. 교생고강등록은
인조 22년(1644)부터 숙종 31년(1705)까지 약 60여년간 교생고강의 구체적

인 원칙과 규제의 내용 및 그 시행을 지방에 하교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

다. 교생고강등록의 주된 내용은 인조-숙종대 비변사에서 논의된 교생고

강절목이다. 교생고강등록에서 미진한 점은, 비변사등록,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학교등록의 내용과 비교교차해 보며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경국대전과 대전회통은 조선시대 교생고강의 개괄적인 시행 목

적의 변화를 살펴보는 목적으로 참고한다.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정책이 어떤 취지에서 마련되었고, 그 변화 과정

의 이유 및 실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 조선의 지방 교육을 이해하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기본 사료가 17세기

중, 후반과 18세기 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생고강의 변화 양상을 모

든 시기에 걸쳐서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생고강 제도는 지역적 특색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시행되는 경

우가 있었기 때문에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정책의 실제 시행에 대한 성과

를 일괄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 예로, 평안도나 함경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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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요충 지역으로써 교생고강 절목에서도 그 예외 규정을 두어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혹은 특정 시기에 자

연 재해가 발생하였던 탓에 교생고강 시행에 있어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시기적 문제와 지역적 특수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향후

조선 전기와 후기의 교생고강 제도가 각 지역마다 어떻게 시행되었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본 논문은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

도 자체의 변화 과정과 그 특징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에 교생고강

과 관련된 군역, 정치, 신분과 관련한 해석은 깊이 있게 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문제 또한 후속 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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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각도교생고강사목(1644) 이전의 교생고강

제도

인조 22년(1644)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제정 이전에도 교생고강 제도는

이미 운영되고 있었으나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있는 관찰사의 춘추고강이

라는 규정 외에 세부적인 고강 운영 규정은 알 수 없다.7) 따라서 양란 이

후 관학 교육제도 재정비 과정에서 교생고강 제도와 관련하여 낙강자 처리

방식과 고강 대상의 범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이하 본 장에서는 교

생고강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17세기 초를 중심으로 각도교생고강사목

제정 이전까지의 교생고강 제도에 대해 낙강생 처리 방식, 고강 대상, 고강

서와 강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낙강교생 처리 방안과 논의과정

조선은 선초부터 낙강교생들은 군역에 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하지만, 군역 강정은 곧 교생 자격의 박탈을 의미하였기 때문에 17세기 전

란 후 고강을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낙강교생에게 군역 강정의 원칙을

시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이유로 낙강자 처리 방식과 관

련한 논의가 계속되었는데 이에 낙강교생 처리 원칙의 변통론으로 제안된

것이 교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징포론(徵布論)과 무학강정론(武學

降定論)이었다.

7) 주 5) 참조.



- 8 -

1) 낙강교생 처리의 원칙 : 군역강정론(軍役降定論)

17세기에 들어 교생고강과 낙강자 처리 방식에 관한 논의가 증가된 배

경에는 교생고강 시행 및 낙강교생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했

기 때문이다. 물론 낙강교생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조종조의 법제인 ‘낙강교

생강정군역(落講校生降定軍役)’에 의거하여8) 낙강교생을 군보(軍保)로 군역

에 충정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역에 강정되는 것은 곧 교생 자격의 박

탈을 의미하였으므로 17세기 전란 후 강학 활동이 힘든 상황에서 낙강교생

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불러왔을 것이다. 당시 이와 관련해 조정에서 마련

된 방안은 크게 보면 징포론(徵布論)과 무학강정론(武學降定論)으로, 이것

은 낙강교생 처리의 원칙에 대한 일종의 변통, 또는 대안이었다.

그렇다면 왜 변통이 요구된 것일까? 이는 조선의 군역체계에서 그 원인

을 찾을 수 있다. 군역은 일반적으로 군인으로 징발되는 정군(正軍)과 그들

의 경제적 뒷받침을 담당한 봉족(奉足)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체로 낙강자

에 대한 기존의 군역강정은 이들을 군보(즉, 봉족)으로 편입9)하여 정군의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을 의미했다.10) 낙강교생에게 부과되었던 봉족

8) 선조실록 선조 34년(1601) 3월 15일(계축): 訓練都監啓曰 … 校生落講者定役 固是國法 … 自前大
擧軍籍之時 則無蔭之士族 落講之校生 悉令定軍 已成規例 故渠亦不敢怨尤 …; 인조실록 인조 4년
(1626) 12월 17일(을묘): 號牌廳啓 … 竊念祖宗朝造士之方 靡所不至 爲設敎授 訓導之任 分置各邑

專責敎訓 又令都事 以時考講 其有不率敎者 汰定軍保 亦不屑之敎誨也 …; 비변사등록 효종 7년

(1656) 7월 21일: … 洪命夏曰 … 臣意依祖宗朝故事 令各道都事 巡歷列邑 嚴明講考 落講者汰定軍

役 似爲便當 …; 교생고강등록 숙종 31년(1705) 2월 초 10일: … 貞公金堉論考校生考講之啓亦曰
校生落講定軍 固是祖宗朝法制 … .

9) 선조실록 선조 34년(1601) 3월 15일(계축): 訓鍊都監啓曰 備邊司啓辭內 京畿校生等 日日連名 數
十爲群 呈狀于本司 大槪因訓鍊都監砲殺手等 據呈奉足等事也 …; 선조실록 선조 38년(1605) 8월

18일(경신): 忠淸監司李弘老啓曰, 道內校生之不學者 考講沙汰 定給砲手奉足 則固其所也 至於能通講

書 或入格者 竝在於砲保之中 都監徵布之文 前後踵至 道內章甫之輩 到處呼訴 臣實未知所以 具由啓

稟矣 都監若未及盡燭此間曲折 諉以額外 而汰定軍役 則國家待士之道 實甚未安 …;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12월 17일(을묘): 號牌廳啓 … 又令都事 以時考講 其有不率敎者 汰定軍保 … .

10) 물론, 낙강교생에게 봉족 이외에 정군으로서 군역을 부담하도록 하자는 논의가 거론된 기록도 간

혹 있으나, 일시적으로 논의되었을 뿐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명종 12년(1557)에 수군(水軍)의

보충 방안을 작성한 병조의 사목(事目)과 관련하여, 교생고강의 낙강자를 수군으로 충정시킬 지의

여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병조의 사목에서는 4조(祖) 중에 현관(顯官)이 없는 교생을 수군으

로 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명종이 교적에 이름을 올린 교생을 함부로 천역(賤役)을 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여 낙강교생이 수군으로는 충정되지 않았다.(명종실록 명종 12년(1557)
10월 21일(경자): … 兵曹事目 外方校生考講不通者 四祖無顯官 則充定水軍 … 上曰 今欲充補水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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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세종 2년(1420) “(국역을 부담하는) 정정(正丁) 1명에게 여정(餘丁)을

두어서 그로 하여금 재력(財力)을 내어 정정을 돕도록 하는데 이를 국속

(國俗)에 봉족이라 일컫는다”11)와 같이 각 병종별(兵種別)로 징발되는 1정

(丁)에 대하여 여러 명의 유역인(有役人)이 경제적 도움을 주는 군역 편제

였다.12) 그리고 이 경우 봉족의 재정적 보조는 매월 포(布) 1필로 규정되

었으며13), 봉족으로 된 낙강교생은 자동적으로 교생의 자격이 박탈되었다.

교생 자격의 박탈은 곧 향교 교안에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의미하였다. 조

선 후기 국가가 원칙적으로 학교에 적(籍)이 없는 자는 과거 응시와 소과

복시 직부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지방 과시의 응시도 허용하지 않는 원칙

을 강화하였다는 것을 염두해 둘 때14), 교안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것은 교

생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벌이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교생 자격을 박탈시키는 ‘낙강교생군역강정’의 원칙

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일었고, 그 변통으로 징포론과 무학강정론

이 제안된 것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교생 자격의 유지에 있다. 즉, 징포론

은 낙강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포를 걷되 낙강자를 군역 대상자의 명

단이 아닌 별도의 징포 명단에 기록함으로써 교생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

도록 하였다. 무학강정론은 교생의 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유예하고 무학생

으로 강정하여 강습을 받도록 한 뒤 무학시재를 통해 군역 충정의 대상자

를 확정시키는 방안이었다. 특히 무학은 임란 전후를 기준으로 교육기관으

故兵曹爲此事目矣 然名付校籍者 一朝爲賤役 似爲未便 當更商議爲之 … . ) 아무리 고강에 낙강하

였다 하더라도 향교의 학생이었던 자를 군역 중에서도 천역으로 여겨졌던 수군으로는 충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를 전례로 하여 이후 낙강교생을 수군에 충정시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낙강 교생은 수군으로는 충정되지 않은 것 같다. 임진왜란 이후에는 병조에서 고강을 실시하여 훈

련도감 포수, 살수의 보인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이 때는 교생을 제외하고 군병들이 보고한 보인

(保人) 대상자만을 고강 대상으로 하였다. (박현순(2009), 17세기 과거 응시자 증가 현상에 대한

고찰 , 사학연구 제93호, p. 125 참조.)
11) 세종실록 세종 2년(1420) 1월 6일(을사): … 上王從之 凡正丁一名給餘丁 使之出財力 以助正丁

國俗謂之奉足 … .

12) 육군사관학교 한국군사연구실(1968), 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육군본부, pp. 34-35 참조.
13) 경국대전 병전 급보: 濫收保人雜物者 一人每朔 毋過線布一匹.(봉족에게서 각종 물건을 함부로

받는 자 한 사람에게서 매달 무명 1필을 초과하여 받지 못한다.)

14) 이상 논의된 학적자 부거원칙과 과시제도의 응시 조건 등 학적 유지와 과거 관련 제도와의 연계

성과 관련한 내용은 제Ⅲ장의 2절 ‘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시행 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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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무학과 직역으로서의 무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15), 강정된 무

학교생은 군역에 충정된 자보다는 우위에 있고 향교 교생의 지위보다는 다

소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16) 인조대의 무학생은 규정 이외의 군역을 면

하는 규외면군자로서17) 매월 면포(綿布) 1필을 내어 정군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진 군보보다는 나은 위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낙강교생 처리의 변통: 징포론(徵布論)과 무학강정론(武學降定論)

1592년 임진왜란의 발발 이후 부족한 병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낙강교생군역강정’ 원칙과 관련하여 낙강 교생의 처리 방안이 이전보다 빈

번히 거론되었다. 따라서 인조 재위 기간 중 학업 자질이 없는 낙강교생을

군역으로 강정하는 논의가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다만, 낙강교

생의 처리 방안에 관한 논의가 전란 후 국가의 지방 관학교육 재정비 논의

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즉, 당시 ‘낙강교생

군역강정’과 관련한 논의는 무조건 교생들을 군역에 도태시키기 위해 전개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전란으로 인해 흐트러진 학적(學籍) 정비의 일환으로

써 고강을 통해 교생들의 학업 수준을 점검하고 학업에 충실하지 못한 교

생은 그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실제, 이와 같

은 맥락에서 1624년 입학 고강의 강화와 함께 학업 자질이 없는 낙강교생

들의 군역강정을 제안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동지사 정엽(鄭曄, 1563-1625)

은 유생의 관학(官學) 입학 시 반드시 소학과 가례를 시험보아야 한다

15) 이준구(1983), 조선후기의 무학고 , 大丘史學 23호, pp. 49-80 참조.
16) 무학에 강정된 무학교생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기록을 참조. 광해군일기 광해 즉위년
(1608) 10월 21일(을해): 全羅監司尹安性馳啓曰 … 卽今鄕校之外 又有武學 人爭投屬 收拾無路 …

武學之設 蓋緣亂後 士族不肯業武 故欲勸勉 而紀綱不立 奸巧日滋 至於公私賤未良人 亦爲冒屬 極爲

猥濫 其土望不得爲鄕參而偸屬者 則所當汰去定軍 … , 광해군일기 광해 2년(1610) 11월 12일(계

축): 全羅監司尹暉馳啓曰 號牌一事 在當今不可已之擧 一依印來事目 申飭列邑 刻意擧行 或有武學願

屬者 或有某軍願入者 此外餘丁之自現者 亦爲不少 此則固快目前之事也 … . 인조실록 인조 3년

(1625) 7월 6일(임자): 右贊成李貴 又上箚請先行號牌之法 姑停軍籍之令 略曰 … 士族則抄其壯健者

稱爲武學 限三年習其武藝 別作一隊 分番宿衛 不赴邊防 如此則人不至大怨矣 … .

17) 인조실록 인조 6년(1628) 12월 5일(신묘): 以驛日守 破定正軍之役 兵曹言其不便 上令軍籍廳議處
回啓曰 … 忠翊忠壯業武業儒武學等規外免軍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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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견해를 제출하였고,18) 특진관 윤훤(尹暄, 1573-1627)은 교생들이 소학
의 첫 구절도 모른 채 교안에 편입되어 군역을 피하려 하므로 따로 어사를

보내 그들을 군역에 보충할 것을 주장하였다.19)

전란 후 학업 자질이 없는 낙강 교생의 군역 강정 처리에 대한 필요성

이 제기되는 동시에 등장한 변통론이 ‘징포론’과 ‘무학강정론’이었다. 우선,

징포론의 논의는 1626년 6월에 처음 등장하였다.20) 낙강자 처리 방식에 관

한 대신들의 의견이 군역 강정론과 징포론으로 나뉘었는데, 징포론의 입장

에서는 교생 4만여명 중 낙강자가 3분의 2나 되므로 그들을 바로 군역에

강정하면 원망이 심할 것이라는 이유를 들며 낙강자를 교안에 유지시키되

징포할 것을 주장하였다. 징포론에 대해 인조는 ‘낙강교생군역강정’의 조종

조의 원칙과 비교하였을 때 구차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 날의 논의에서

두 가지 방안 중 어느 것으로 채택할 것인지는 결론나지 않았다. 다만 같

은 해 7월 13일 호패청이 ‘낙강 교생에 대해 현역 전투병인 보병(步兵)에

강정하는 일은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다’21)고 하였고, 인조 또한 낙강교생

처리와 관련하여 구차하게 변통할 것이 아니라, 법전의 원칙대로 군보 강

정할 것을 명한 것으로 보아22) 군역 강정론이 일단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함에도 호패청은 군역 강정론에 반대하는 대신들의 주장을 언급하

며, 호패청도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뜻을 나타내었다.23) 군역강정에 반대

하는 대신들이 변통으로 제안한 것은 바로 무학강정이었다. 무학강정론은

18) 인조실록 인조 2년(1624) 10월 20일: 同知事鄭曄曰 士子入學時 必試講小學家禮 可也 … .
19) 상동: … 特進官尹暄曰, 近日校生輩不知小學初句 而編於儒案 以爲避役之計 特遣剛明御史 澄汰

冗雜 以充軍額可也.

20)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윤 6월 15일(을묘): … 鳴吉曰 軍政事目 旣已酌定入之 而其中猶有未盡
處 落講士子 宜先收布者 領·左相之議也 直定軍役者 右相及張晩·李曙之議也 校生數四萬餘人 其中應

落者 三分之二 一朝遽定軍役 則皆懷怨上之心 臣意校生則勿爲沙汰 自中給保 忠順衛忠贊衛定虜衛

則勿爲試才 自中給保似當 上曰 祖宗朝有落講定軍之規 如此則不亦苟且乎 晩曰 校生豈必士族乎 落

講之人 丁壯則定軍 年老則收布 依法典爲之而已.

21)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7월 13일(계미): 號牌廳啓曰 落講校生降定步兵事 已於榻前定奪 ….
22) 상동: … 答曰 祖宗朝法制 不可不遵行 依法典降定軍保 更勿爲如此苟且之言.

23) 상동: 號牌廳啓曰 … 近日本廳諸臣 主此議者甚多 以爲 數萬校生 一朝定軍 事涉未妥 宜依忠順衛例

擇其精壯 編爲武學 輪番入衛 老弱稱以除番 各出綿布 以給上番之人 則校生無缺望之歎 而國家有得

軍之實云 此言誠不無所見 前日啓下事目 以此改磨鍊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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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강생들을 일정기간 동안 무학으로 강정하여 강습 후 무학시재에서 다시

낙강한 자에 한해서 군역에 충정하는 변통론이었다. 무학강정을 주장한 대

신들의 주요 요지는 낙강자들을 충순위(忠順衛)24)의 예에 따라 무학25)에

강정하여 윤번(輪番)으로 입위(入衛)시키되, 노약자의 경우 입위하는 대신

상번(上番)한 자에게 무명을 바치자는 것이었다.

호패청은 이러한 무학강정론에 동조하면서도, 지역별 차이를 두어 시행

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양서(兩西,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우 군사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무학의 업무(業武) 및 낙강 유생은 시재(試才)를 하지 않

고 모두 번을 나눠 무학에 입방(入防)시킬 것을 청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양서의 낙강교생은 무학에 강정되는 즉시 무학에서 입방 등의 실질적인 업

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무학시재에 응할 기회 또한 박탈하여 교생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하였다.26)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1626년 7월 13일에는 무학 강정을 주장하는 대신

들과 호패청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낙강생을 군역강정하는 것으로

임시적인 결론이 났으나, 2일 뒤인 19일 비변사의 계(啓)에 따르면, 인조는

무학강정론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27) 즉, 인조는 ‘고강서 2

권 중 1권만 통과하면 무학강정하고, 1권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만 군역

강정’하는 것으로 낙강자 처리 방식을 확정하였다.

한편, 교생 신분에 따라 낙강자 처리 방식을 달리하자는 제안도 이어졌

다. 신분에 따른 낙강자 처리 변통 논의의 핵심은 사족 출신(四祖有顯官者)

24) 충순위는 조선시대 군대의 편제 중 하나로, 왕족이나 관리 또는 관리들의 자손이나 친족들로 조

직한 군대를 말한다. 이상은 이준구(1993), 앞의 책, pp. 176-183 참조.

25) 인조대 무학은 임란 이후 사족들에게 무업을 권장하여 힘쓰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어 직역화한 것

인데 입법하는 규정이 없어서 종년토록 한유하고 단지 정목 2필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 사회

적 지위는 반(班), 상(常)의 중간존재로 추정된다. 이상 무학과 관련해서는 이준구(1993), 앞의 책,

pp. 62-92 참조.

26) 각주 21)과 동일: 號牌廳啓曰 … 而至於兩西 尤以得兵爲重 武學·業武及落講儒生 除試才 一體團束

分番入防 事甚便益 敢此仰稟 … .

27)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7월 19일(기축): 備邊司啓曰 領議政李元翼箚中所陳 落講校生落試武人

處置節目及徐遣出外檢督之御史 減省在內句管之官員等四件事 俱係緊重機務 固當一一稟旨施行 而落

講校生二書考講 一書入格 則降武學 兩書俱不入格然後 定軍役 及御史不得不送事 已蒙睿斷矣 至於

落試武人處置及減省在內句管官員等事 竝候睿裁 答曰 知道 落試武人 似無別爲處置事矣 句管之官減

省事 令該廳議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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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낙강교생은 무학강정이나 징포를 하고 그 기간 동안은 교생의 자격을

박탈하지 않으며 그 나머지 교생들은(賤人之子) 군역에 바로 강정하는 것

이었다. 신분에 따른 낙강처리 변통 논의는 같은 달 20일 좌의정 윤방(尹

昉, 1563-1640)에 의해 먼저 제기되었다.28) 윤방은 전체 교생 5만 명 중 낙

강교생 2만 명을 모두 군역에 강정할 경우 낙강생들의 원망이 클 것이라

하며, 그 대안으로 사족 출신 낙강교생은 무학강정하고 나머지는 군역강정

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사족 출신 낙강교생에 한해 징포를 하자는 의견

도 제기되었다. 김육(金堉, 1580-1658)은 ‘낙강교생징포론’을 주장하였는데

단, 징포를 사족에 대한 벌포로 한정하고, 나머지 교생들은 군역에 강정하

자고 하였다.29) 그렇지만, 신분에 따라 낙강교생을 달리 처리하는 방안은

제안에 그쳤을 뿐, 실제 채택되어 시행되지는 못했다. 이후 낙강자 처리와

관련된 기록을 보아도 변화하는 것은 군역강정, 징포와 무학강정 등 낙강

자 처리의 원칙론과 변통론의 선택과 관련된 것이었지 교생 신분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을 달리하지는 않았다. 즉, 신분이 아닌 고강 성적에 따라 낙

강 처리한 것이다.

논란이 많았던 낙강교생 처리 방안은 결국 1626년 12월 4일 한시적 징

포론으로 결정났다.30) 즉, 낙강교생들에게 포를 걷되 3년의 강습 기간 뒤의

28)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7월 20일: … 左議政尹昉曰 校生五萬中 二萬盡皆定軍 則必多冤矣

雖落講而四祖有顯官者 爲武學 若是賤人之子 則充定軍役 何如? 上曰 卿言甚善 大槪校生四祖有顯官

者 幾人耶 兩南則儒生極多 不應落講之人 多在額外云 雖落講而置簿於武學 非文非武之人 則充定軍

役 分二層爲之 好矣 完城君崔鳴吉曰 兩南則兩班之子 皆入校籍 京畿則不然 上曰 若是兩班子 則孰

不通庸·學耶 若然則不爲充軍者 多矣 兼吏曹判書金瑬曰 武學非祖宗朝法也 永爲武學則可矣 若又變

通 則武學無所托矣 昉曰 武學數多 則輪回上番 何如 右承旨金藎國曰 考講額數 多寡未可定矣 臣昔

年爲平安監司 巡到碧潼閱武 有一人傍觀 招問則乃校生也 令試讀書 則全不識字 卽令降定軍保 則其

人略不動色曰 宜矣 但此邑校生 無出我右者 我若定軍 則校生無一人矣 臣又問於其邑守令 則其言 果

不誣矣 臣卽使之團束 江邊校生 敎射而誘之曰 賊若圍城 雖以女子 而編於行伍 況於丈夫乎 列邑皆從

之 而義州則爾瞻爲尹不從矣 上曰 如此之處 知而處之 可矣 … .

29) 잠곡유고 제7권 인조 4년(1626) 11월 21일: 校生落講定軍 固是祖宗朝法制 但所謂校生者 未必皆
是世族也 只是稍勝於平民 而未及於士族者 故落講之後 卽編軍伍處地不甚相遠 其勢亦所當然 今則以

在外方之士 通謂之校生 在京中之士 通謂之學生 混同而考講 落者皆定軍役 是驅士族 而歸之於卒隷

也 非但人心落莫 四方騷屑 於國家養育人材之道 亦大有缺 得數千弱卒 而失許多士族之心 其輕重 不

待智者知之 誠非細慮也 但嶺南則額內校生皆士族 而額外則稍卑 湖南則額外校生爲士族 而額內則稍

卑 自餘六道 皆同湖南之額內 臣等竊以爲御史考講之際 各隨其道之俗 令自分等第 稍卑之校生則落講

卽定軍役 簪纓之族則落講 只徵罰布 而勿定軍役.

30)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12월 4일(임인): 上引見號牌廳堂上 兵曹判書張晩曰 校生落講定軍 乃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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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再講)에서도 또 낙강했을 경우 군역에 강정하는 것으로 한 것이다. 주

목해서 볼 부분은 낙강자 처리 방안으로 한시적 징포론이라는 변통론을 채

택한 이유로 고강 대상에 교생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고강 받지 않았던 업

유(業儒)31)들까지 포함하였음을 들고 있는 점이다. 즉, 이전과 달리 업유들

을 고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군역강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

을 우려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처벌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징포론을 채택한

것이었다.

징포 후 재강으로 낙강자 처리 방식이 결정된 며칠 뒤, 호패청은 ‘낙강

교생징포’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교생고강 시행의 본래 목적과 맞아야 함

을 강조하였다.32) 즉, 고강의 원래 취지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자를

교적에서 삭제하고 군보(軍保)로 강정하여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징포론의 변통 또한 낙강시켜 포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

라 무엇보다 권학을 위한 징벌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호패청은 낙강생을 3년 동안 징포하되 이후 재시험에 통과한 자

는 그대로 교안(校案)에 소속하게 함으로써 고강이 인재 양성의 의미를 지

니고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처럼, 고강에 한번 낙강하였더라도, 3년의

祖宗朝法例 故臣堅執初見 而外間以爲 不爲變通 則大失人心 云 今聞李曙之言 最是的當矣 李曙曰

校生落講 則降定軍保 本非新規 而今則人皆以爲異事 良民率多投屬於私賤 落講者亦不定役 則軍籍將

無以成形矣 然人心之怨 亦不可不慮 姑勿定役 量宜收布 約以三年講習然後 更爲考講汰定 則渠亦何

敢怨也 且三年收布 則於國家 不爲無益 議大臣 從速處之何如 上曰 然矣 校生與業儒有異 校生則自

前有春秋考講之規 似不至甚怨 業儒則本無其事 若行一切之法 則其怨必多矣 … .

31) ‘업유(業儒)’의 용어는 유학을 닦는 것을 일 삼거나 서자(庶子)로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뜻한

다. 업유의 정의와 관련된 기록은 다음을 참조한다. 인조 3년(1625) 호패청의 호패법 시행 항목과

관련된 계에서 ‘사족의 음자손(蔭子孫)으로서 미처 입학하지 않은 자는 업유(業儒)라 호칭하였다.

(인조실록 인조 3년(1625) 8월 8일(갑신): 號牌廳啓曰 … 士族有蔭子孫 未及入學者 稱以業儒 …
.) 업유 용어와 관련하여 대전회통 예전 제과에서는 ’庶孽許通納米赴擧之規 永爲革除 儒稱業

儒 武稱業武‘(서얼로서 미곡을 바쳐 시험에 응시함을 허락하는 규칙은 영구히 혁파한다. 유생은

업유라 칭하고 무인은 업무라 칭한다.)라고 하였다.

32)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12월 17일(을묘): 號牌廳啓曰 落講校生 勿定軍役 竝爲收布事 已爲定奪
矣 竊念祖宗朝造士之方 靡所不至 爲設敎授 訓導之任 分置各邑 專責敎訓 又令都事 以時考講 其有

不率敎者 汰定軍保 亦不屑之敎誨也 頃年以來 敎率之方不行 訓導爲數慢之資 校生作避役之流 識者

之寒心久矣 今之大擧汰降之政 固不可已也 然名曰學校 義重存羊 敎率不先 而責罰遽加 先後之序 未

免顚倒 雖曰國家本意 不專在於充伍 人誰信之 竊聞號牌令下之後 外方儒生 處處誦習 雖曰騰口之學

無補於身心 而亦不可謂無所益也 然旣無前功 又迫程限 雖欲奮志勉業 勢或未及 亦其可惜 臣等之意

今此落講儒生 限三年收布 其後再行考講 入格者仍屬校案 不入格者更議處置 則有志者得以自奮 而今

日汰降之擧 反爲作成人材之地 恐或便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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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기간 동안 노력하여 시험에 통과하면 교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낙강

교생 구제 조항을 두었다는 점에서 적어도 교생고강이 교생들을 낙강시켜

군역에 강정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시행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

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조 22년(1644) 각도교생고강사목 이 반

포되기 전까지 교생고강 관련 논의에서는 주로 낙강교생의 처리 방식에 관

한 논란이 많았다. 낙강교생의 처리 방식은 크게 ‘군역강정론’, ‘무학강정론’

그리고, ‘징포론’으로 나뉘었으나 결국 1626년 12월 4일 한시적 징포론이

채택되었다. 물론 이 징포론은 군역강정하는 조종조 법제의 원칙에서 다소

벗어나는 변통론적인 성격으로 볼 수 있지만, 강학활동이 힘든 전란 후 상

황과 고강 대상에 업유까지 포함시켜 군역강정의 원칙 준수가 어려웠을

뿐, 낙강자 처리를 포함한 고강의 목적이 권학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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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강 방식

고강 방식은 크게 고강 대상과 고강서 및 강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 고강 대상의 문제는 고강을 받을 수 있는 교생의 범위와 성격에 관

한 것이다. 고강 과목인 고강서는 교생이 익혀야 할 필수 교재로서 교생에

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학업 수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강관은 교생고

강 제도를 직접 시행하는 주체로써 도 단위의 교생고강 제도 시행의 원활

하고 공정한 운영을 책임졌다.

1) 고강 대상

고강 대상과 관련한 논의에서 쟁점이 된 것은 교생의 범위였다. 즉, 국

가는 고을의 크기에 따라 교생에 정원을 두어33) 정원 내의 액내 교생은 식

사 제공과 같은 늠양의 혜택을 받았는데,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원

외의 액외 교생을 액내 교생과 함께 동일한 고강 대상으로 볼 것인지의 문

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액외 교생을 고강 대상에 포함시킬지의 여부가 논의의 쟁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생고강 제도의 정책 및 실무 담당자들의 상소에서

액외 교생을 고강 없이 군역에 강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일관되게

등장하였다.34) 즉, 학업 자질이 없는 낙강교생을 군역에 강정하는 것은 학

33) 경국대전 예전 생도 참조.

34) 선조실록 선조 38년(1605) 8월 18일(경신): 忠淸監司李弘老啓曰 道內校生之不學者 考講沙汰 定
給砲手奉足 則固其所也 至於能通講書 或入格者 竝在於砲保之中 都監徵布之文 前後踵至 道內章甫

之輩 到處呼訴 臣實未知所以 具由啓稟矣 都監若未及盡燭此間曲折 諉以額外 而汰定軍役 則國家待

士之道 實甚未安 … ; 광해군일기 광해 11년(1619) 12월 10일(기미): 持平黃中允啓曰 臣行過嶺南
耆老儒生 群聚衆訴曰 國有邊虞 軍籍無形 括丁充額 在所不已 但有至冤極憫者 近來朝家事目 令各邑

汰去額外校生 充定軍額 而嶺南爲國家根本 號爲士子之鄕 而校籍則自有定數 故如安東 則元額九十名

而額外則幾至五六百 額內者未必能文 額外者未爲不學 其間名儒․才士 太半屬名於額外 今者不爲考

講 驅爲一朝行伍之卒 國家失南方人心之機 在此一擧 令監司先爲考講 能通經書者 處於額內 不能通

者 置之額外然後 汰去額外充定軍伍 則國家不失人心 而其定軍額者 固無所辭矣 此實至公之論 不得

不上達; 광해군일기 광해 12년(1620) 3월 11일(기축): 禮曹判書李爾瞻上箚 請亟寢考講校生之事

還收別遣御史之命 使慶尙一道 俾免遽受搜括之厄 使額外諸儒 亦免勒定軍保之患 慰悅群情 培植士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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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태만한 것에 대한 징벌로써 마땅하지만, 고강도 없이 액외 교생을 군

역에 강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교생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선초 제정되었던 교생의 정원 수

보다 훨씬 많아진 액외 교생 수의 문제가 거론되었다. 액외 교생이 대폭

증가된 상황은 지평 황중윤(黃中允, 1577-1648)이 광해 11년(1619), 영남

지역의 액외 교생을 군역에 충정하려는 조정의 명을 거두어달라는 상소에

서도 알 수 있다.35) 그는 영남의 액외 교생 수가 정원 수보다 5-6배 많지

만 액외 교생 중에서도 학문에 재능이 있는 선비가 많으므로 고강 없이 액

외 교생들을 군에 충정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학생층이 증

가된 상황에서 그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은 것은 증가된 액외 교생 수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文才)가 있으나 고강 없이 군역에 충정된 액외 교생에

대한 처우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그의 상소에서 흥미있게 볼 부분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영남 유생들이 제안한 해결 방안이다. 영남 유생들은 우

선, 고강서(考講書)에 능통함을 기준으로 액내와 액외 교생을 나누고 고강

에 불통한 액외 교생을 군역에 충정시키자고 하였다.36) 액외 교생 수가 증

가한 상황에서 교생들 내부에서 고강 성적을 기준으로 액내와 액외를 구분

하자고 한 점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시 교생들 스스로

도 교생고강 제도를 학업 권장 및 능력 위주의 취사(取士) 방안으로 인식

하였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도교생고강사목 이전까지는 교생고강 대

상 범위를 확정한 기록이 없어 고강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액외 교생을 액내 교생과 함께 고강하고 그 성적에 따라 낙강 처리해야 한

다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

면, 액외 교생들을 고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국가 교육정책의 기조와도

35) 광해 11년(1619) 12월 10일(기미): 持平黃中允啓曰 臣行過嶺南 … 而嶺南爲國家根本 號爲士子之鄕

而校籍則自有定數 故如安東 則元額九十名 而額外則幾至五六百 額內者未必能文 額外者未爲不學 其

間名儒 才士 太半屬名於額外 今者不爲考講 驅爲一朝行伍之卒 國家失南方人心之機 ….

36) 상동: … 令監司先爲考講 能通經書者 處於額內 不能通者 置之額外然後 汰去額外 充定軍伍 則國家

不失人心 而其定軍額者 固無所辭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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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는 액외 교생 수가 확대되

어 가는 상황에서 액외 교생들의 향교 입학을 막아 학생층을 줄이고자 하

였던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주고 학업 수준을 평가하는 교생고강을 통

해 학생 자격이 되지 않는 자들을 낙강 대상으로 본 것이다.

2) 고강서와 강관

고강 대상과 더불어 고강의 성격이 드러나는 또 다른 단서가 고강서(考

講書)와 강관(講官)이다. 고강서는 국가가 기대하는 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학업 내용과 그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인조 22년의 고강사

목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인조 4년(1626) 김육이 제안한 고강서 내용 이

외에 고강서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강서와 관련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다만, 교생고강이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적이면서 필수적인 유학 지식을 평가한 시험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사서(四書)>나 역사서를 시험 보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강서의 제안과

관련된 유일한 기록인 김육의 계사(啓辭)에서는 고강 대상의 나이에 따라

고강서를 달리 하자고 하였다.37) 그는 학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15세

이후부터 20세를 기준으로 고강서를 구분하였다. 그 제안의 핵심은 전란

후 부역으로 인해 교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없었으므로, 15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인 자는 사략, 통감, 효경 중 본인이 원하는 책으로 고강

하고, 20세가 넘은 자에 한해서만 소학과 대학을 고강하는 것이었다.

강관의 문제에 있어서도 고강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해 누구를

책임자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 경국대전의 원칙대로 관

찰사를 강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관이 아닌 중앙에서 어사를 파견

37) 잠곡유고 제7권 인조 4년(1626) 11월 21일: 且十五歲以上 皆令講 小學 大學 成童之歲 能通
大·小學 此雖生長文學之家 亦或不易 況遠方窮鄕之人 兵戈之後 賦役之中 失學者甚多 一年之內 安

能成就之若是哉 臣等竊以爲十五歲以上至二十者 隨其所讀之書 或史略或通鑑或孝經 從自願就講 而

二十以後者 始依事目考講 有蔭無蔭 亦論於二十之後 則事甚穩當 此實國家固結人心 維持國脈之大計

也 請令本廳 速爲定奪 御史未發送前 行會八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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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고강을 감독하게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강관과 관련한 논의

가 진행된 1626년에는 어사를 파견하여 고강을 감독하게 하였다. 당시는

왜란과 반정 등의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이 순행

고강을 수행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강의 원활한 운영을 위

해서 중앙에서 어사를 파견하여 고강을 감독하게 한 것이다.38) 이후 1631

년 9월에도 사헌부의 상소를 시작으로 하여 강관과 관련하여 고강을 엄격

히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논의가 계속 진행되었다.39) 이 날 논의의 주된

결론은 관찰사의 명을 받아 지방 행정을 책임지는 도사(都事)가 고강 운영

의 책임자가 되어도 전란 후의 후유증으로 인해 교생고강 시행이 여전히

소홀히 될 여지가 있으므로, 조정에서 시재어사(試才御史)를 보내 각 현읍

을 순회하면서 교생고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한 것이었다.40) 즉, 교생고강

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졌던 지방관을 강관에 임명하였던 이전과 달

리, 시재어사를 파견함으로써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고강의 시행을 관리하

고자 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정의 조치에 관해 민심이 일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같은 해 10월, 사간 김세렴(金世濂, 1593-1646)은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

에서 진행된 어사의 교생고강이 번거로울 뿐더러 흉년으로 인해 인심마저

좋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41) 비변사는 이 의견에 동의하여

어사 고강을 중단하고 본도의 도사가 고강할 것을 건의하였고, 인조가 이

를 윤허하면서 다시금 도사가 교생고강의 강관으로 최종 확정되었다.42) 이

38) 인조실록 인조 4년(1626) 7월 20일(경인): … 而張晩․崔鳴吉以爲不可不速遣御史 尹昉․申欽依

違以對 而上意亦欲遣御史檢督 乃命擇遣 … .

39) 인조실록 인조 9년(1631) 9월 16일(정해): 憲府啓曰 今有校生考講之擧 所當別遣御史 而朝廷慮有
騷擾之弊 令本道都事試講 似涉苟簡 而今者試才御史 將巡歷列邑 請令兼行 上令廟堂量處 備局以爲

便 上從之.

40) 상동.

41) 인조실록 인조 9년 (1631) 10월 4일(갑진): 司諫金世濂上疏曰 … 三南 國家之腹心也 近年以來

民怨方興 賴大家士族 相與維持 不至渙散 考講之法 乃祖宗舊制 循例考講 自有都事 而御史之行 遠

近狼顧 無軍籍之實 而有騷動之患 適足以駭三南之耳目 憲府之請 臣實未曉 廟堂乃以數改爲重 若知

其不可 何害於十易 今雖發行 不專爲考講而行 則追寢其事 有何所損 事固有名異實同者 若令着實擧

行 雖不遣御史 不患軍額之不增 三南之民 連歲飢饉 流離怨咨 小大不安 講未半而怨已起 此臣之所大

懼也 … .

42) 상동: … 備局回啓曰 … 三南校生 則獨令御史考講 必抱不均之歎 令本道都事 依前擧行無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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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을 기준으로 교생고강의 강관과 관련된 기록에서 관찰사나 어사 대신

도사가 일관되게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고강의 실무적인 행정 책임은 각

도의 도사에게 완전히 위임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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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제정과 시행

낙강교생을 징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인조 4년(1626)의 18년 뒤인 인

조 22년(1644)에는 각도교생고강사목(各道校生考講事目) 이 반포되었다.

이 사목은 처음으로 중앙에서 고강서, 고강방법 등 고강의 세부 원칙을 명

시하여 지방에 반포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교생고강의 세부원칙에 관

한 사목의 마련은 시기상으로도 필요하였다. 1626년에 교생고강에 대한 논

의와 관련하여 논란의 쟁점이었던 낙강교생 처리 방식은 징포하는 것으로

대략 마무리되었으나 그 다음 해인 1627년 정묘호란이 발발하였고, 9년 뒤

에는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교생고강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었기 때문이다. 즉, 전란 상황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교생고강 제도

에 대한 규정의 확립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하 본 장에서는 교생고강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강 대상, 고

강서, 고강 방법 및 강관과 낙강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각도교

생고강사목 의 주요 내용과 시행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주요 내용

교생고강 재개(再開)의 배경으로는 도사의 춘추(春秋) 순행고강이 규례

였으나, 시행되지 않은 지가 오래여서 교생들이 학업에 태만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43) 즉, 사목에서 고강의 목적으로 삼은 것도 선초 고강 목적과

동일한 교생들의 학업 권장이었다.

고강 대상에서 주목하여 볼 부분은 액내와 액외 교생뿐만 아니라 업유

(業儒)라 칭하며 향교 및 서원 모두에 입적(入籍)이 되어 있지 않은 한유자

(閒遊者)들, 그리고 이전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서원생(書院生)까지 모두 고

43) 교생고강등록 각도교생고강사목 정월 29일: 一. 各道都事 每年春秋巡歷考講 乃是法例是白乎

矣 廢而不行 今巳年久 以致校生輩怠於學業 自今依舊例擧行之意 明白布諭 着實施行爲白齊. 이하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전문은 <부록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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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도록 하여 고강 대상이 대폭 확대된 것이다.44) 고강 대상에 서원생과

업유까지 포함시킨 것은 당시 국가가 서원생과 업유도 학업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보았음을 뜻한다. 본래, 교생들의 학업 점검을 위해

시행된 고강의 대상 범위가 향교 교적에 없는 학생층 전체로 확대된 것은

그만큼 서원생과 업유 등의 학생층이 증가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전과 달리 학생이 증가한 상황에서 국가가 그들의 학

업 수준을 점검 및 평가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특히, 고강 대상에 새롭게

서원생을 포함시킨 것은 서원 수가 대폭 증가한 것45)과 관련되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서원의 남설(濫設) 폐단이 빈번히 언급될 정도로 서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서원생 수 또한 증가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이

때문에 학생으로서 군역 면제를 받는 이들의 학업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즉, 학생층 증가와

관련된 제 문제들이 교생고강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고강서와 관련된 조항은 국가가 학생들의 학업 내용을 명시

한 것으로 당시 국가가 기대하는 유자층(儒者層)의 학업 수준을 알 수 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고강 과목은 각도교생고강사목 에서 처음으로 규정되었는데, 그것

은 바로 <사서(四書)> 및 역사서와 소학이었다. 즉, 교생들은 <사서(四

書)>와 소학 중 한 권과 ‘제사자집(諸史子集)’46) 중 한 권으로 그들이 자

44) 앞의 각도교생고강사목 : 一. 校生外 或托名書院者 或校院俱不入籍 徒稱業儒 落漏閑遊者 竝令鄕

所及里有司 無遺現出應講爲白齊.

45) 서원의 남설은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 인조-숙종대 기록에도 서원 남설의 폐

단을 지적하는 글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와 관련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인조실록 인조 22년

(1644) 8월 4일(기미); 효종실록 효종 8년(1657) 8월 23일(계사); 숙종실록 숙종 7년(1681) 6월
2일(계미).

46) 제사(諸史)는 여러 역사서를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 유학교육과정에서 대표적인 역사서는 자치
통감강목과 통감절요였다. (조선시대 역사서와 관련하여서는 박종배(2011), 조선시대 유학 교

육과정의 변천과 그 특징 , 한국교육사학 제33권 3호, pp. 6-7 참조.) 자집(子集)은 자부(子部)·

집부(集部)의 줄임말로, 자부는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를 비롯하여 경사집부(經史集部)에 해당하

지 않는 주제들인 유가, 도가, 불가, 병가, 농가, 술수, 보록(譜錄), 정음(正音), 역학(譯學), 잡가(雜

家), 유서(類書), 서학(西學)류 등이고, 집부는 한시문(漢詩文)의 2인 이상의 시문합집인 총집과 개

인문집인 별집류를 비롯하여 시문을 특정 형식별로 모은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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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自願)한 총 2권의 책을 고강 받아야 했다.47) 고강서로 채택된 <사서(四

書)>, 소학, ‘제사자집’은 평소 향교에서 교생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하였

던 책이라 할 수 있다. 이 고강 과목들은 향교 학령의 토대가 된 성균관

학령의 독서 조항 및 개별 향교 학령에도 학생들이 평소 공부해야 할 공통

적인 책으로 제시되어 있다.48) 그리고 고강 형태는 임강(臨講)으로, 책을

펴놓고 문답하게 하여 단순한 암기가 아닌 글의 뜻을 이해하였는지 평가하

고자 하였다.49)

고강서 중 소학은 조선시대 내내 정사습(正士習)과 인재 양성의 바탕

으로 강조되었는데 특히 각도교생고강사목 이 반포된 인조대에는 국가 차

원에서 소학 공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도사와 수령이 소학 고강을
하고 성적에 따라 상벌을 주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50) 조흘강(照訖講)과

공도회(公都會)에서도 소학 고강을 강화하였다. 조흘강은 생·진사(生·進

士) 초시(初試) 응시의 자격이 주어지는 시험으로 조흘강을 통과해야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는데, 명종 8년(1553)부터 시작된 조흘강에서 인조 1년

(1623) 소학이 고강서로 지정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 소학교육을 제도화

하고자 하였다.51) 생·진사 복시(覆試)에 나아가는 혜택이 있는 공도회는 제

술시험(製述試驗)이 중심이었으나, 인조대 소학 고강을 도입하면서 선발

인원을 2배로 늘리는 등 지방 과시(課試)제도에서도 소학 고강을 제도화

47) 앞의 각도교생고강사목 : 一. 曾讀四書小學 自願一書, 一. 時讀諸史子集中自願一書 竝臨講爲白乎

矣 不但口讀 講問文義爲白齊

48) 학령과 관련된 사항은 박종배(2011), 앞의 논문, p. 5와 박종배(2006), 조선시대의 학령 및 학규 ,

한국교육사학 제28권 제2호, p.218, 223 참조.(복천향교 학령 독서조항: ‘항상 소학과 가례, 5경,

근사록, 성리대전 및 여러 역사서 등의 책을 읽고, 도교나 불교, 제자백가 등의 책을 끼고 다니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항상 동몽수지를 학습하여 이로써 언행을 단속한다.’, 영광향교: ‘강하는 책으

로는 반드시 소학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4서 5경을 하되, 근사록과 가례, 심경 및 격몽요결, 성학

집요를 혹은 먼저 혹은 나중에 돌아가며 강구하고, 또한 주자대전과 송자대전 두 책에 들어 있는

훈계하는 말씀을 가지고 서로 참고하며 통독한다.’ )

49) 주 47)참조.

50) 인조실록 인조 27년(1649) 2월 9일(무술): 禮曹啓曰 竊念 朝家敎習小學之擧 專爲養育之地 而外
方不知本意 不無如前玩愒之弊 宜使各道監司 勸諭列邑 擇其里社中可爲師者 收聚村秀 敎習小學守

令․都事,時復試講 累次能通者論賞 不通者依廟堂定奪 姑用學校之罰 從之.

51) 조흘강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경용(2004),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 교육법
학연구 제16집 2호, p. 4; 김경용(2010), 조선중기 과거제도 정비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 교육
사학연구 제20집 제1호, pp.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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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소학교육을 장려하고자 하였다.52)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소학이
교생고강 과목으로 포함되었던 것도 국가의 소학교육 강화 정책의 일환으

로 보여진다.

고강 운영의 실무 책임자라 할 수 있는 강관은 인조 9년(1631)에 정해

진 대로 도사와 문관 수령 1명이 맡았는데53) 강관이 하는 일은 크게 고강

명단의 작성 및 보고, 고강 장소의 선택, 고강 시행 및 감독, 낙강자 처리

등 고강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관장하였다. 우선, 수령은 응강생 중 15세

이상자를 보고받고 향소와 향교의 재임(齋任)들은 그 명부를 작성하여 제

출하고 고강 대상자들이 고강 받도록 하였다.54) 명단을 토대로, 강관은

4-5읍 단위로 그 부근에 고강할 곳을 정하고 교생들을 소집하여 시강하였

다.55) 한편, 강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강관이 공정하

지 못하다는 말이 있을 경우 감사가 그 죄를 묻고 조정에서도 탄핵하도록

하도록 한다’56)는 조항을 두었다.

낙강자 처리 방식은 인조 4년의 ‘징포’에서 ‘무학강정’으로 변경되었다.

고강서 2권 중 1권도 통과하지 못한 자가 낙강 대상이었는데,57) 낙강자는

우선 무학에 강정되어 3년 뒤 무학시재(武學試才)에서 다시 떨어지면 영원

히 군보로 충정되었다.58) 단, 낙강자 중 50세 이상인 자는 나이가 많아 군

역에 충정되어도 군역을 부담할 날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군보로

보충되지 않고 별도의 명부에 그 이름이 작성되었다.59)

각도교생고강사목 에 따라 인조대 무학은 무예를 갖춘 낙강 교생으로

도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군역에 충정된 자보다 상위에 있었으나 교생보다

52) 17세기 공도회와 관련하여서는 최광만(2008), 앞의 논문, pp. 124-130 참조.

53) 각도교생고강사목 : 一. 講官都事及剛明文官守令一員差定 … .

54) 상동: 一. 應講儒生年十五歲以上 抄入守令 鄕所及鄕校齋任等 從實錄名者 成冊進呈考講爲白乎矣 … .

55) 상동: 一. 講官都事及剛明文官守令一員差定 每四五邑式從附近定都會 聚集試講爲白齊.

56) 상동: 一. 講官循私不公 致有人言 則監司啓聞請罪 或自朝廷隨聞論劾爲白齊.

57) 인조실록 인조 22년(1644) 정월 9일: 令各道都事考講列邑校生 不通一書者 汰定軍役.
58) 각도교생고강사목 : 一. 儒生落講者 直爲定軍除良 姑先降定武學 一式年過後 又爲武學試才 才落者

永定軍保爲白齊.

59) 상동: 一. 落講之中年過五十歲者 則雖定軍役 前頭應役之日無多 姑勿定軍 別爲成籍 以待處置爲白

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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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위에 있었다.60) 즉, 각도교생고강사목 이 제정된 인조대 무학생은 군

역에 강정(降定)되지 않은 규외면군자(規外免軍者)로서61) 향교 교생과 군

보로 강정되는 자의 양간에 위치하는 성격을 가졌다.62) 무학생들이 치안,

또는 안보를 위한 군사 활동에 직접 투입된 경우도 있었으나,63) 무학으로

소속되어 군역을 피하려는 자들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64) 회피 할 정

도로 그리 낮은 지위로 보기 어렵다.

낙강교생들의 무학시재(武學試才)에서 어떠한 시재 과목과 방법으로 시

험이 시행되었는가에 관한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병서(兵書)를 시

험보아 무재(武才)를 선발하였던 무학취재(武學取才) 과목과 관련된 사료를

살펴보았을 때,65) 낙강자의 무학시재 또한 기본 유학서 및 무경칠서(武經

60) 이준구(1983), 앞의 논문, p. 12.

61) 인조실록 인조 6년(1628) 12월 5일: 以驛日守 破定正軍之役 兵曹言其不便 上令軍籍廳議處 回啓
曰 亂後生齒, 未滿平時五六分之一 況平時所無色目 如都監砲․殺手戶保 竝一萬五六千人及忠翊․忠

壯․業武․業儒․武學等 規外免軍者 不知其幾萬千… .

62) 이준구(1983), 앞의 책, p. 64.

63) 광해군일기 광해 10년(1618) 7월 9일(을미): 都元帥啓曰 帥期遲速 雖未可豫料 秋高之後 西北防
備之事 十分緊急 兩湖後運軍兵各二千名及武學出身 則八月二十日 各其兵使率領 入援關西 而關東後

運軍兵五百名及出身武學 則本道助防將率領 本月二十日發行 嶺南後運軍兵武學出身竝三千名 來八月

二十日 左兵使率領發行 入援北道 皆聽所到道內主將調用 相機分屯 以爲冬間防守之計 允爲便益 令

兵曹 稟旨施行宜當 … ; 인조실록 인조 5년(1627) 4월 20일: 備局以兵曹判書李廷龜條陳營將節目
啓曰 … 一 出身武學新選 勿入束伍 作爲別隊 私砲手山尺才人及日本被擄刷還砲劍成材者 亦作別隊

減其戶役 常加操鍊 …; 인조실록 인조 7년(1629) 9월 8일(기축): 始令黃海道各邑武學二百人 分二
運 五朔踐更立撥; 인조실록 인조 8년(1630) 2월 13일(계해): 令黃海道武學一百人 立撥于平安道

更二朔相遞; 인조실록인조 10년(1632) 12월 11일(갑술): … 備局回啓曰 … 自昔有年年赴防之例

今此箚中所請 不過修擧中廢之規而已 就其裝束中 先調出身一千八百人以遣 後以武學一千七百人入送

分置各處城守之地 以爲臨急之用 上從之; 인조실록 인조 15년(1637) 10월 24일(무오): 軍功廳啓曰
諸處戰亡將官武學及復讐軍以下二百二十一人 則査其輕重虛實 旣已追贈 而未及施行者 亦二十五人

竝令査出 分輕重贈職 軍人戰亡者甚多 不可一樣追贈 依前受敎 各其妻子 限年蠲役爲當 上從之; 인
조실록 인조 15년(1637) 12월 30일(갑자): 黃海兵使李碩達馳啓曰 上年團束五營出身武學三千一百四
人 束伍八千六百七十九人 合一萬一千七百八十三人 經亂之後生存者 武學出身二千六百七十人 束伍

七千二百四十二人 合一萬十二人 姑以生存者 改作隊伍 云.

64) 인조실록 인조 6년(1628) 12월 5일(신묘): 以驛日守 破定正軍之役 兵曹言其不便 上令軍籍廳議

處 回啓曰 … 忠翊忠壯業武業儒武學等規外免軍者 …; 인조실록 인조 7년(1629) 5월 14일(무술):

御營廳啓曰 前日引對時 已令提調李曙 査御營軍身役有無 分定八番 其中公賤 則簽名免役 餘丁匠人

則除收布 其他武學別贊翊壯 新選樂生·醫生·日守·烽軍諸員 驛吏·鄕吏·鷹師·保人等 皆是撫軍司及體

府募得移屬之人 且其元役不緊 不必代定 姑免本役矣 … .

65) 세종실록 세종 7년(1425) 11월 8일(계묘): 兵曹啓 武學 兵家重事 爲將帥者 雖有才力 若不知兵法
則無以出奇制勝 武科出身人 或怠於習 精通武經者甚少 不可不慮也 今後訓鍊觀祿官兼官 擇其能通武

經者 日仕其觀講習 提調擇武經通曉者 文武交差 輪日常仕敎訓 嚴加檢察 且四孟朔取才時 觀官五品

以下 幷令取才 其中精通七書者 擢用勸後 能通武經時散三品以下 稱爲習讀官 定額二十 其中精通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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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書)66) 등의 병서를 시험 본 것 같다.

그리고, 각도교생고강사목 에서는 처음으로 면강첩에 관한 조항이 신

설되었다. 면강 대상으로는 실제로 직위에 있거나(실직 첩문), 직무를 집행

하지 않고 벼슬자리의 명목만 가지는 일종의 명예직인 영직(影職) 4품 이

상의 첩문을 받은 자(영직 첩문)와 함께 고강 대상자 중 납속(納贖) 면강첩

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였다. 이들은 면강에 해당되는 첩문인지의 여부와

해당 물건을 바쳤는지 확인을 받은 후 고강을 면제 받았다.67)

면강 규정을 고강사목에 포함시킨 것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연이어

발생한 후 전란 복구사업이 시급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면강첩 발급 문

제에 대한 조정의 논의는 1644년 비변사에서 면강 시행 후 교생들이 공부

는 하지 않고 한가하게 노는 일이 증가함을 지적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이

를 기점으로 면강첩 발급 제한 규정을 엄격화하기 시작했다. 면강자 수의

제한, 사급 면강첩 발급 금지 등의 조치로 면강 항목의 비중은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하였다.68)

고강을 받지 않은 자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세초(歲

抄)69) 때에 군보로 보충하도록 했으며, 그들을 누락시킨 향소와 재임에게

도 그 책임을 물어 죄를 논하고 군보로 보충시키도록 하였다.70) 응강자 대

신에 고강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인 정병(正兵)으로 강정하였

다. 즉, 대강(代講)한 자 뿐만 아니라 응강할 당사자도 모두 정병(正兵)으로

書者 提調薦狀敍用 二三等入格 到宿衙門人 依春秋都試二三等入格例 給到勸學 從之; 세종실록 세
종 12년(1430) 3월 18일(무오): 詳定所啓諸學取才經書諸藝數目 … 武學 武經七書 陣圖 將鑑博
議 太一算 … .

66) 일곱 가지의 병서(兵書) 즉 육도(六鞱), 손자(孫子), 오자(吳子), 사마병법(司馬兵法), 황
석공삼략(黃石公三略), 위료자(尉繚子),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를 말한다.

67) 앞의 각도교생고강사목 : 一. 免講受帖人及實職受帖影職四品以上受帖者 帖文取考 明査納物虛實

依例免講 俾無失信之嘆爲白齊.

68) 면강 항목의 비중은 효종대 10％, 현종대 0.7％, 숙종대 1％, 경종대 0％였다. 이상, 면강첩 발급과

관련해서는 최광만(2011), 17세기 학교등록 분석 , 교육사학연구 제21집 제2호, pp. 209-210

참조.

69) 사망, 질병 등으로 생긴 군병의 결원을 유월과 섣달에 보충하는 것을 말한다. 

70) 위의 각도교생고강사목 : 一. 應講儒生年十五歲以上 抄入守令 鄕所及鄕校齋任等 從實錄名者 成冊

進呈考講爲白乎矣 如是考講之時 或有隱漏謀避之人 則勿論士族許人閑丁望訴 歲抄時軍保代定 斷不

饒貸爲白乎旀 當初不爲現告鄕所論罪 齋任定軍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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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인조22년(1644)

고강

대상

15세 이상의 액내·액외 교생, 서원생, 향교와 서원 모두에 입적

되지 않은 업유

고강

횟수
1년 2회(봄, 가을)

고강서 및 

고강방법

<사서(四書)>와 소학 중 1권과 ‘제사자집(諸史子集)’ 중 1권

으로 총 2권을 임강함

(2권 중 1권도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낙강 대상)

강관 도사와 문관수령 1명

낙강자

처리
3년 무학강정→무학시재→낙강자 군보 강정

보충하고 이에 책임이 있는 향교 재임도 군보(軍保)로 보충하도록 하였

다.71) 단,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 멀리 나가 있거나 병이 중해서 당장 고

강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해있는 자들은 별도로 명부를 작성하여 추후에

시강(試講)하도록 하였다.72)

지금까지 살펴본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인조 22년(1644)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주요 내용

71) 앞의 각도교생고강사목 : 一. 代講者乙良 當身及代身 竝爲正兵充定 符同不告鄕校齋任 亦爲定軍爲

白齊.

72) 상동: 一. 在喪人及分明出遠 或實有重病人 則別件成冊 追乎試講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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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시행 과정

인조대 교생고강은 전란 후 지방 관학교육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강화

된 성격이 크게 보인다. 이는 각도교생고강사목 제정 후 5년 뒤인 인조

27년(1649) 예조의 중앙 및 지방 관학의 고강을 권장하는 계(啓)에서 잘

드러난다.73) 예조는 도사 고강을 자주하여 통과한 자는 보고하고 통과하지

못한 자는 무학에 보충함으로써 지방의 학풍을 일으키자 하였다. 예조는

풍속 교화와 인재 양육을 위해 고강 과목 중 특히 소학을 강조하였다.74)

이를 위해 평소에도 일과를 정하여 수령 및 도사가 소학을 시강하여 상

벌을 주도록 하였다. 교생고강 때에도 소학 고강에 능통하지 못한 자는

낙강자 규정에 따라 무학에 충정하도록 하는 등 소학 고강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효종대 교육은 인조대의 전란 후 교육복구 노력을 토대로 관학 정상화 노

력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지방 교육 진흥을 위해 인조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교적정리 사업과 교생 자격을 엄격히 검증하는 교생고강

을 강화하였다. 그 구체적 조치로 효종이 즉위한 1649년부터 수령의 교생고

강 강화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75) 1경 이상에 통한 자만 향교에 입학시

키고 나머지는 충군(充軍)시키도록 하여 향교 입학 규정도 강화하였다.76)

73) 비변사등록 인조 27년(1649) 2월 9일: 禮曹 啓曰 以司憲府啓辭, 設爲庠序學校, 所以培養人

才, 變化風俗, 近年以來, 內而國學, 師儒, 倚席不講, 外而州郡 守令全廢勸課 閭巷之間 絃誦寂

寥 人才之衰乏 風俗之壞敗 職由於 令國學師儒 一依學令 朔望通讀 課其勤慢 俾有所成就 外

方則極擇都事 專管敎導 頻數考講 累次純通者 轉報論賞 三朔不通者 汰定武學 以爲興學勸奬

之地 答曰 依啓事 傳敎矣 … .

74) 상동: … 上年冬 引見時 大臣以下 榻前陳啓 思所以丕變風俗 敎養蒙士 廣印小學 分布中外 着實勸

課 惕念擧行之意 上敎 丁寧 枚擧下諭之後 臣曹 亦爲條列行會矣 今者臺官啓辭 及如此 其爲敎導振

作之方 深得其要 今當更爲知會矣 仍竊伏念朝家敎習小學之擧 專爲養育之地 而外方 或有不知本意則

不無如前玩愒之弊 宜使各道監司 詳細勸諭 各邑里社 擇差可爲訓誨者 收聚少壯之人 敎習小學 書徒

定課 守令及都事 時復試講 累次能通者 依臺諫啓辭 論賞 不通者 依廟堂定奪 姑依學校之罰 至於汰

定一款則名在校案者 宜循年例 另爲擧行 而敎誨之人 亦自本官 復其戶役則似有實效 以此詳細行會

使人人曉然知之 宜當 大臣之意 如此 敢啓 傳曰 依啓.

75) 효종실록 효종 즉위년(1649) 11월 22일(정축): 備邊司啓曰 … 且令各邑 興學養士 敎授訓導之官
雖未復設 擇境內文行之士 定爲學長 月給糧饌 聚士于鄕校而敎之 必以禮爲先 朔望則守令雖武官 親

到鄕校 令學長考講 第其高下而勸課之 其中有頑悖不率敎者 從輕重施罰 勸善懲惡 明信賞刑 則雖不

可以歲月責效 而風俗或可漸變矣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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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종대 관학 정상화 노력의 대표적인 것은 ‘학적자부거(學籍者赴擧)’ 원

칙의 강화였다. 학적자부거 원칙은 교적에 이름이 없는 자는 과거에 응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효종 2년(1651)부터 이 원칙을 강화할 것이 본

격적으로 논의되었다.77) 학적자부거 원칙은 효종 5년(1654)에도 반복적으

로 내려지는 점78)으로 보아 지방 관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조정의 핵심 조

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문과 응시를 바라는 유생들을 이 조치로 유

인하여 향교 교안에 반드시 이름을 올리도록 함과 동시에 고강으로 향교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부차적인 효과까지 기대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응시 자격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1654년 4월 30일 성균관, 사학 유

생의 청금록 작성과 향교생의 교안 작성의 제안을 시작으로 하여, 같은 해

9월 3일 지방 유생까지 청금록에 등록하게 하는 조치로 완결되었다.79)

결과적으로 학적자부거 원칙의 강조는 학교를 과거와 연동시켜 유생들

을 권학시키고자 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80) 각 학교에서 과거 응시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에 제출하고 이 명단에 든 인원 중에서만 과시에 나아

76) 학교등록 효종 즉위년(1649) 10월 26일: … 能通一經以上者 許入鄕學 其餘不文之類 塡入軍案 … .
77) 효종실록 효종 2년(1651) 7월 28일(계묘): 大司成黃㦿上疏曰 … 就今節目中 先擧此一款 申飭諸

道 凡業儒而不在校籍者 勿許赴科 犯者如闌入律 官司同罪 從今定其期限 許入新籍 考課之法 新舊無

異 則庶乎其可行也 … 禮曹覆啓曰 疏中所謂 凡業儒而不在校籍者 勿許赴科 不無意見 群議亦然 … .

78) 학교등록 효종 5년(1654) 4월 30일: 一. 今四月三十日晝講時 同知事鄭所 啓 京中儒生皆錄於靑衿
錄而或有落漏校籍者 自今以後 更加申飭 四學儒生之落漏於靑衿錄者及外方儒生之不錄於校籍者 不爲

都目 勿爲赴擧事 知委京外 一體擧行何如 上曰依此申飭.

79) 학교등록 효종 5년(1654) 9월 초3일: 一. 曺 啓曰 今八月二十八日晝講時 同知事 金籃熙所 啓 朝
廷事目 外方儒生 竝令爲靑衿錄 屬各鄕校 而流士大夫與土着人 稍稱世閥子弟 則着與校生同列 多有

爭端云 令該曺講求定式 分付各道何如 上曰 爲一定之規 以革其弊事 言于該曺事 傳敎矣 ; 최광만

(2011), 앞의 논문, p. 212 참조.

80) 稽制司別謄錄 효종 7년(1656) 8월 1일: 禮曹 丙申八月初一日 各道敎授提督事目 一. 曹啓目 去辛
卯年(1651)各道敎授提督復設事目一款中 自今以後 通京外先講小學·家禮·四書中一書然後 許錄學校

及至科擧錄名之際 京則四館 外則所居官 憑考入學入校照訖然後 始許錄名都目許赴 亦申禀知委爲

白有旀 甲午年(1654)五月分本曹判書鄭維城所啓 以四學儒生不錄靑衿錄者 及外方儒不入校籍者 不

許錄名都目事 知委京外一體着實擧行之意 蒙允知委爲白有旀 同年八月分同知事金 所啓 當初事目

以靑衿錄屬名者 凡大小科課製時 四學儒生皆就靑衿錄中考其本學有點數者 許令赴擧事 蒙允 其時

京外一體移文申飭 … 品官庶孼段置 非文非武者 與額外校生一體施行亦爲白有臥乎所 從辛卯事目

及甲午年筵臣等所啓 則當不限其數是白乎旀 從今番備局回啓 則當一依法典元額施行事是白置 其

額旣備 則一境之內業文之士雖多 將不得入校 旣不得入校 則將不得赴擧 是乃無故停擧 必致多士之

稱寃是白乎旀 爲是而隨其業儒之數許以屬校 則定額之法將壞於此 一節不無牴牾 必須指一定奪擧行

之際 可無窒碍之患是白置 令廟堂禀處 何如 啓 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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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은 학적을 보유하기 위해서라도 고강 준비

와 관련된 강학활동을 충실히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학적

에서 삭제되는 것은 곧 과거 응시 자격의 정지를 의미했으며 과거에 나아

가기 위해서는 복적(復籍)의 조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81) 학적 정리의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교생고강에서 낙강하지 않기 위해 교생들은 고강서를 공

부해야만 하였다.

이처럼 효종대에는 전대의 각도교생고강사목 에 의거하여 반드시 교적

에 오른 모든 사람들을 춘추로 고강하고 낙강자를 무학으로 강등시키는 것

을 원칙으로 하여 학적자부거 원칙의 선행 사안이라 할 수 있는 교안 정리

를 엄격히 하고자 하였다. 실제 고강 기록에도 충청도 낙강 교생 110명을

무학으로 강등시킬 것과 춘추고강의 강화를 명한 것이 나타난다.82)

한편, 효종대 교생고강은 사목대로 연 2회 봄, 가을로 시행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흉년 등 자연 재해가 발생한 시기에는 농상을 직접 하는 교생들

의 편의를 보아 중앙의 허가를 얻어 임시 정지하기도 하였다. 일례로 효종

9년(1658) 충청도에 발생한 흉년으로 인해 농상을 하는 교생들의 고강 준

비가 어렵게 되자 감영 차원에서 이듬해 봄 교생고강의 임시 정지를 건의

한 점83)으로 봐도 그러하다.

효종대 정부의 교생고강 강화 노력은 현종대에도 계속 유지되었다. 오

81) 김경용(2010), 조선중기 과거제도 정비과정과 그 교육적 의의 , 교육사학연구 제20집 제1호, p.
11.

82) 교생고강등록 효종 9년(1658) 4월 초 6일: 備邊司爲相考事節啓下敎 本道 啓本內節該 落講校生

開錄事據 司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忠淸道才落校生一百十名乙良卽爲降定武學爲白乎矣 今後一年春

秋兩等考講着實擧行 過期未行則錄由 啓聞退行必準一年一再巡考講宜當以此意他道幷以分付 何如

順治十五年四月初六日 左副承旨臣李次知 啓 依允敎是置 敎旨內事意奉審施行向事; 7월 20일: 一.

備邊司爲相考事節啓下敎 本道啓本內節該 令戊戌春等考講時 落講校生開錄 啓聞爲白乎旀 無緣呼不

之類 亦爲區別馳 啓事據 司啓目粘連 啓下是白有亦 今此忠淸道落講校生九十六人乙良 令該曺依近

年事目降定武學爲白乎旀 都事考講自有春秋定規 則應講之人無緣呼不與落講者別無異同一体降定爲

白乎矣 落講中嚴信光段 其父丁丑戰曰?云 只削校案姑勿降定 以示朝家時恤之意 何如 順治十五年七

月二十日 左副承旨臣權次知啓 依允敎是置 敎旨內事意奉審施行向事.

83) 교생고강등록 효종 9년(1658) 9월 초 6일: 一 備邊司爲相考事節啓下敎 忠洪監司憲狀內節該 校

生各雖爲士手自農商救荒之時 實難安坐講習都事巡歷 亦係廚傳之弊 今秋明春兩道考講 亦令權停 何

如 事據 司啓目粘蓮 啓下是白有亦 校生春秋考講特都事廚傳之弊 有不暇論 而此背手自農商當此凶

歲救死不贍勢難安坐講習是如爲白臥乎 所其言誠極 依狀啓施行之意面移 何如 順治十五年九月初一

日 右副承旨臣金次知啓 依允敎事是玄有等以 敎旨事意奉審施行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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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낙강자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무학강정보다 처벌의 수위가 높

다고 할 수 있는 오위(五衛)에 충정시키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그

방안의 주요 내용은 도사의 순행고강 때 60세인 사람과 초시에 합격한 사

람 이외에는 모두 2권의 책으로 고강하게 하여 불통한 자들은 오위에 충정

시키는 것이었다.84) 물론 이 고강의 목적은 교유(敎諭)에 있지 어려운 것

을 물어서 도태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시함으로써 고강이 권학의 취지

에서 시행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85) 권학을 위한 순행고강의 취지와 같은

맥락에서 주·현의 외교관(外敎官)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교생들을 강습

하여 상벌을 주는 학업 장려 방안도 함께 거론되었다.86) 이를 보면, 교생들

의 학업 권장이라는 목적 하에 낙강의 벌이 부과되는 징벌적 제도로서 교

생고강이 강화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낙강한 적이 없는데도 바로 포보(砲保)에 강정된 교생의 신원(伸

寃)을 촉구하는 상소도 확인된다.87) 즉, 낙강한 교생은 우선 무학에 강정되

었다가 무학시재에서 재차 낙제한 뒤라야 군보에 강정되는 게 규례인데도

낙강한 적이 없는 교생이 바로 군보에 강정되어 그 부당함을 호소한 것이

다. 이는 낙강자 처리 운영에서 행정상 오류가 발생하였지만 낙강자 처리

시행이 규정대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상

소가 올라온 2달 뒤, 현종이 낙강무학강정의 원칙대로 신원할 것을 명하였

고, 이듬해에는 낙강생 처리에 행정상 실수를 범한 판관(判官)에게 책임을

84) 현종개수실록 현종 1년(1660) 5월 9일: 上復引見副護軍李惟泰 工曹佐郞李翔 上使承旨南龍翼 讀
惟泰疏 其疏二萬餘言 … 都事每年巡行列邑 六十歲及初試入格外 皆講二書 不通者皆還錄于五衛 … .

85) 상동: … 其講也 主於敎諭 不以揀難汰講爲心 邑宰監司 待之必有禮然後 校案無濫入之患 生徒有訓

迪之道矣 … .

86) 상동: … 臣謹按國典 州縣各設外敎官 考其勤慢 加階云 此法雖似着實 然未免有苟充之患 臣意士大

夫有齒德學術 而去官在鄕者 一人以爲師 以會簿公養之 如今之付軍職 廩食有差 如宋之祠官之例 每

月朔望 入鄕校講習諸生 三十以上通讀 以下背講 以爲賞罰之地 則師長無苟充之患 諸生有觀感之地矣

此乃周禮鄕先生之意也 … .

87) 과시등록 현종 3년(1662) 10월 16일: 一. 淸安居校生尹承殷上言據 曺啓目粘連啓下是白有亦 向前

尹承殷限內現身 似非代呈是白在果 其弟承日 以出身子枝入籍校生 曾無落講之事 而充定淸州砲保 至

於陞戶前 以此意呈狀本曺 依法頉下事 行會本道 而至今不爲頉下 事極寃悶是如 有此陳訴是白置 凡

校生之落講者 初定武學 武學才落之後 降定軍保 自是規例 而今此尹承日 旣無落講之事 直定軍保之

役 則其爲呼寃 在所固然 令本道明覈啓聞 以爲處置之地何如 康熙元年十月十六日 右副承旨臣韓震琦

次知啓 依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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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었기 때문이다.88) 이를 통해 교생고강이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제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현종 6년(1665) 춘추로 시행되었던 교생고강을 1회로 줄여 시행하

자는 의견이 제시된 점89)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헌부 장령 민여로(閔汝

老, 1598-1671)는 ‘고강이 1년에 두 번이나 있어 수년 전부터 교생들의 원

성이 극에 달했으므로 식년을 규례로 정하여 태강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

렸다. 조정은 이를 받아들여 1년 중 1회 고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처럼 횟수가 줄어든 것은 잦은 흉년으로 인한 고강의 정지와 도사 왕래 시

에 재정적 낭비 등의 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숙종대 교생낙강징포절목 이 반포되기 전까지는 교생고강이 다소 소강

상태였다. 실제로 고강에 관한 논의가 다시 촉발된 것은 16년 뒤인 숙종 7

년(1681)이다. 당시 평안감영은 9월 5일 장계에서 ‘이름이 교적에 있는 자

들 중 글자를 모르는 군사의 자손과 한량으로 서울과 지방의 군관으로 속

해 있는 자를 고강 없이 바로 군역에 충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숙종은 이에 대해 ‘고강 규정을 미리 정하여 기일 전에 알린 뒤,

교안과 호적에 입록된 자들을 모두 고강하여 취사(取捨)가 공평하지 않다

는 폐단이 없도록’ 명하였다.90) 다만 이 하교는 바로 시행되지 않았던 모양

88) 과시등록, 현종 3년(1662) 12월 13일: 一. 忠淸監司啓本據 曺啓目粘連啓下是白有亦 頃因淸安校

生尹承殷上言 其弟承日 以入籍校生 曾無落講之事 而充定西原砲保是如爲白乎等以 自本曺覆啓 査問

本道爲白有如乎 觀此啓聞 則同承日淸安縣壬辰校案良中 明白載錄 且無落講之事 而甲午年西原縣因

人誣訴 充定砲保的實是如爲白有乎所 設令承日果有落講之事是白乎喩良置 淸安入籍校生 自西原充定

軍役 有違法例是白去乙 不爲詳覈 只憑誣訴 直爲充定 事極可駭 不可不重究 以杜後弊 西原當該官吏 

令本道査覈啓聞 以爲處置之地爲白乎旀 上項尹承日乙良 令都監頉下何如 康熙元年十二月十三日 右

承旨臣權坽次知啓 依允; 현종 4년(1663) 2월 15일: 一.忠淸監司啓本 淸安校生尹承日西原砲保充定時 

判官呂孝曾在慶尙道星州地 色吏安正吉段 旣已身死事據 曺啓目粘連啓下是白有亦 淸安校生尹承日 

曾無落講之事 而西原直定砲保 有違法例是白乎等以 其時官吏査覈啓聞 以爲處置之地事 知會本道爲

白有如乎 觀此啓聞 則砲保充定之事 在於判官呂孝曾莅任時是如爲白有置 呂孝曾 令所居本道推考遲

晩取招公儀 幷以啓聞後處置爲白乎旀 其時色吏段 旣已身死勿論何如 康熙二年正月二十九日 右承旨

臣閔熙次知啓 依允.

89) 교생고강등록 현종 6년(1665) 9월 초2일: 一 備邊司爲相考事節啓下敎 掌令閔汝老上疏內節該 校
生汰講 自數年來一年再汰 渠輩皆懷怨蔚之心 式年爲規汰講以試 … 俾無頻規改造之弊事據 司 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校生汰講(?)而一年再行近因凶歲每致停止 一道一巡之講所汰者 不至十數人 事不着

實 而春秋再巡都事之往來列邑 多有弊端 自今以後 一年一度定式擧行爲白乎矣 考講之際無如前日之

塞責直當是白乎旀 … 何如 康熙四年八月初七日 同副承旨臣李 次知啓 依允敎事是玄有等以 敎旨內

事意奉審施行向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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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기상 위의 내용을 바로 시행하기는 어려우므로 논의된 바와 같이

고강 규정을 기일 전에 미리 알리되 내년 정월부터 거행했으면 한다’는 전

라도 도사의 계에 대해 ‘때를 기다려 이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으로 결정91)

된 것을 보면 그러하다.

주목할 점은 고강 운영에 있어 전에 없던 윤강 규정이 새롭게 제안된

것이다. 민정중(閔鼎重, 1628-1692)은 교생들의 권학을 위해 고강서와 고강

방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현재 고강서가 1-2권에 불과하므로 소
학과 경서를 윤강하자고 하였다.92) 이 규정에 따르면, 교생들은 고강을 볼

때마다 소학과 경서 중 매번 다른 책을 공부하여 고강 받아야 하므로 소
학과 경서 모두 능통해야 하였다. 물론 이 역시도 당장 시행되지 않고 차후

절목이 반포되는 시기에 다시 등장하게 된다.

한편 고강 대상에서 누락된 유생 수의 증가 등 유생층 증가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특히 조정에서는 이전과 달리 학생층이 증가한

상황에서 향교와 서원에 입적되지 않은 업유(業儒)들을 파악하여 학생 자

질이 없는 자들은 낙강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숙

종 10년 영의정 김수항(金壽恒, 1629-1689)은 ‘요즈음 호적에 업유 혹은 유

학이라고 하고 고강에서 누락된 자들이 많으므로 이들을 모두 찾아내 고강

90) 교생고강등록 숙종 7년(1681) 9월 초5일: 一. 備邊司爲相考事節啓下敎 平安監司書狀據 司啓目內
軍士子枝之托名校籍全不識字者 與閑良之投入京外軍官者 抄定軍役事目該曺磨鍊事目啓下 與廟堂商

議定奪 行會各道爲白有如乎 觀此平安監司柳商運狀啓 則以更査難便之勢及軍官校生輩直爲定役不當

之意 枚擧陳禀爲白臥乎所 本道校生 雖皆軍士子枝而各遍校籍之該直爲定役 則宜有称寃之端哛不愉

該曺事目中 汰講一款 雖不擧論 亦以全不識字者爲言 則本非欲其一倂汰定之意是白置 自本道試講定

役爲白乎矣 預定講規前期知委 毋論世代之流傳當身之投入名在校案者 一從戶籍入錄之數 並令考講

俾無取捨不均之弊宜當 以此意該曺及他道幷以分付何如 康熙二十年八月十九日 左副承旨臣攇次知啓

依允敎事是玄有等 敎旨內事意奉審施行向事.

91) 상동: 一. 全羅都事報狀內節該 校生太講一款 本非款其倂汰定之意 自本道試講定役爲白乎矣 預定講

規前期知委毋論世代之流傳當身之投入名在校案者 一從戶籍入錄之數考講是如爲有臥乎所 今年覆審

左右道遍行 則今此兩大事歲前決無完了之歲是玄乎 新顯講規前期知委爲有如可 待明年正月 專 意擧

行似爲便宜叅商事勢從便行下事 牒報備局則書目題送內今年年例校生考講段置旣令停止 則名在校案

者一從戶籍考講定役乃是別樣擧措 則當此凶歲不宜汲以行之此哛不愉 當初覆啓本意亦非必款行之(?)

今秋是置姑 以此意預先知委待時更稟擧行向事.

92) 승정원일기 숙종 7년 7월 9일(경신): … 鼎重曰 各邑校生 皆有額數 而避役冒入之輩 漸多 一縣
所屬 或過數百 考講之時 不以實數作案 已極駭異 而又其所講之書 不過一二冊 尤不着實 令該曹別爲

事 以小學與經書輪講 以爲勸課之地 何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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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을 주장하였다.93) 김수항은 우선 교생고강에 낙강자 군역 조항을 둔

이유를 ‘유생 고강은 원래 학문 권장과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었으나 불학

무식(不學無識)한 자들이 군역 회피의 목적으로 교적에 불법 투속하였기

때문’이라 하며, 근래 학생이라 하고 불학무식한 고강 누락자가 많은 상황

이므로 교생고강 대상에 업유를 포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94)

고강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면강 대상은 엄격히 제한하기로 하였다. 비

변사는 면강 규정과 관련하여 ‘면강교생이 납부한 물품 수량과 향교의 물

품 수량을 기록하여 면강과 관련한 폐단이 없도록 하고, 향교는 본래 학업

권장과 인재양성의 터전이므로 교생들이 물품을 납부하고 강을 면제받는

일은 명분상 옳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를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95)

93) 비변사등록 숙종 10년(1684) 7월 5일: … 又所啓儒生考講 本爲勸學成才之地 而國法解弛 不識一
字之人 圖避軍役 冒屬校籍 其弊漸甚 故有汰講定役之規 … 論以國法 則所當直定軍役 而不敎而先罰

亦涉未妥 故上年秋分付各道都事 校生則一從戶籍所錄 査出考講 所謂業儒爲名者 亦令一體試講 此不

過年例考講 比前稍加嚴明而已 本非新創擾民之擧 … 而今此箚辭 則以不爲待時遍講士族 而先行此擧

爲失宜 此類考講 尙且致此騷怨 則以今國綱人心 何得以遍講士族乎 然耆老大臣之言 意非偶然 毋論

國體之有損 他道之不均 竝令勿問而置乎 或令觀勢待時考講乎 玆欲稟旨定奪而分付矣 上曰 原任大臣

之箚 意在還寢 而但旣令査出之後 置而不問 亦有傷於國體 使之待年考講可也.

94) 상동.

95) 비변사등록 숙종 13년(1687) 11월 3일: 司啓辭 … 大槪鄕校文廟 本是勸課學業 興行孝悌 作成人
才之地 而今聚不識一字無賴之徒以作避役之淵藪 又從而收捧銀兩錢文木疋米石 許其免講 此豈設置庠

序學校之意 … 且納物雖是朝廷之所禁 旣已許納給帖之後 則其所以處置其人者 宜無異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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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18세기 이후 교생고강 제도의 변화

인조 재위 초까지 한시적 징포론으로 낙강자 처리 방식이 합의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각도교생고강사목 에서 무학강정을 채택하면서 낙강자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졌다. 특히 무학의 위상이 현종대를 중심으

로 약화되면서, 인조 4년(1626)의 징포론을 다시 도입하자는 공론이 일어

1704년 교생낙강징포절목 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이전의 징포론에 그 동

안 무학강정에서 나타난 폐단의 개선책을 포함시킨 절목으로 일시적인 효

과는 좋았다. 그렇지만 이는 여전히 낙강생을 군역에 강정하는 선초의 원

칙에 어긋나는 규정이었고, 결국 1711년 ‘낙강생 직정군역(直定軍役)’ 조치

로 복귀하였다. 낙강생 처리 규정이 강화된 동시에 1711년부터는 고강 성

적으로 액내와 액외 교생을 선별하여 학생들의 권학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1. 교생낙강징포절목(校生落講徵布節目) 의 등장

인조 22년(1644)의 각도교생고강사목 과 비교하여 숙종 30년(1704) 12

월 28일 8개조의 조항으로 반포된 교생낙강징포절목 96)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낙강자 처리 방식의 변화였다. 즉, 무학강정에서 징포로 낙강자 처

리방식이 변화되었는데 이전의 무학강정 조치는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왜

냐하면, 사목의 낙강자 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바로 군역에 충정되지 않고

무학에 일정기간 동안 강정되었던 무학생의 지위가 숙종대 들어서는 직접

군사 활동을 하는 정군(正軍)과 동일하게 여겨질 정도로 크게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낙강생이 무학강정 조치를 수치스럽게 여겨 온갖 수

단을 동원하여 고강안(考講案)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폐단이 우려되었으므

96) 교생낙강징포절목 이 작성된 것은 숙종 30년(1704) 12월 28일이지만 바로 다음 해 2월 10일에

이 절목을 보충하여 다시 낙강징포절목을 만들어 실시했으므로 이 절목의 실질적인 시행은 1705

년 제작된 교생낙강징포절목 에 의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교생낙강징포

절목 항목에 대한 설명은 교생고강등록에 등재된 1705년 교생낙강징포절목 에 의거하여 논하

기로 한다. 이하 교생낙강징포절목 의 전문과 번역은 <부록 2>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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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97) 조정은 낙강생을 징포하는 것으로 낙강자 처벌 수위를 한층 낮추었던

것이다.

1) 교생낙강징포절목 의 주요 내용

변통된 절목을 살펴보면, 각도교생고강사목 과 달리 고강 횟수를 춘추

2회에서 1회로 줄이고 윤강(輪講) 규정을 도입하였다.98) 즉, 고강 횟수를

축소하고 농번기를 피해 고강함으로써 농업을 하는 교생들의 편의를 보아

주되, 윤강 규정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매해 같은 교과로 고강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서의 폭을 넓혀 학업내용을 충실히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고

강서는 경서와 역사서 중 자원한 책에서 찌를 뽑아 임강하도록 하였다.99)

각도교생고강사목 의 고강서로 포함되었던 소학이 제외된 것은, 징포절

목의 윤강 규정 도입으로 인해 소학 한 책으로만 매해 시험 볼 수 없게

되었고, 과거 준비가 주요 관심사인 유생들에게는 경서와 역사서 중심의

고강이 보다 현실적인 권학 방법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무학강정’에 대한 사회

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낙강자 처리 규정의 변화가 불가피했다는 점이다.

이는 무학생의 역할 및 지위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숙종 3년(1677) ‘8도

전역의 낙강교생 706명에게 체부무학(體府武學)의 명칭으로 면포 2필을 받

아 병사들의 의복 자원으로 쓰도록 하자’는 논의와100) 경종 이후부터는 무

학생을 정군(正軍)에 충원하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무학이 군역

97) 교생고강등록 숙종 31년(1705) 2월 초 10일: 一. 厘正廳別卑校生節目各邑校生隨其州府郡縣各有

定額 而避役之類夤綠齊任冒錄額外每當考講之時不通者汰定軍役則如陷死地九族咸怨盖其所怨者非但

爲徵布在於恥軍保之名故百般周旋於齊任及官吏謀頉講案 … .

98) 상동: 春秋兩巡考講乃是定規是白如乎 今此変通之後 則只當一年一巡考講 而必於春初農前設行 若或

數多未卽完畢是白去乃 或有他事故是白去等 待秋農㵣後退行爲白乎旀; 其能通免不者段置今年所講之

書不當 又爲應講於明年 必修置薄其冊名次次加其卷秩 亦合於勸獎長進之道 使之依此擧行爲白齊.

99) 상동: 一. 講規乙良 如千字類合等冊勿 用必以經史中自願者 抽栍試講 觀其音釋問其文義定爲通不爲

白乎矣 其能通免不者段置今年所講之書不當 又爲應講於明年 必修置薄其冊名次次加其卷秩 亦合於勸

獎長進之道 使之依此擧行爲白齊.

100) 숙종실록 숙종 3년(1677) 2월 7일(갑인): 體府啓請各道落講校生合七百六人 竝爲定役 名以體府

武學 自上年條 每年收捧各綿布二疋 以爲立番旗皷 巡令手等衣資題給之地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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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실제 부담하는 지위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101) 이러한 이유로 숙종 30

년의 낙강자 처리는 무학강정의 대안으로 징포가 채택되었다. 무엇보다, 낙

강 대상자들에게 군포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면포 2필을 징수하여 교생 신

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102) 기존 사목 시행 당시 불법으로 면강첩

을 발급받는 등의 부정행위를 줄이는 데도 주력하였다.

이 절목에서 권학과 관련하여 주목할 조항은 낙강교생을 구제하는 조항

이다. 낙강생은 개강(改講)에서 통을 받으면 징속안(徵贖案)에서 삭제되어

속포를 면제받았고, 개강을 신청했는데 1차 고강에서 불통했다가 재강(再

講)에서 통을 받은 경우는 속포를 감면받았다.103) 재시험에 통과하면 속포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낙강생에게 학업을 독려하여 공

부하고자 노력하는 낙강자는 최대한 구제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강

서 역시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공부하였을 것으로 기대되는

논어와 맹자 중 1권을 택일하도록 하여 낙강자들의 재시험 합격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재시험에서 합격한 대상자들은 기존에 부과된

속포를 면제시켜 군역 충정 대상자에서 제외시켰고, ‘이전까지는 북도(北

道)와 서관(西關)의 강변 7개 읍의 교생은 연이어 세 차례 불통했을 경우

군역에 충정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이들도 군역에 충정하지 말고 속포를 바

치게 한다’104)고 하여 평안도와 함경도 등 청나라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101) 경종실록 경종 1년(1721) 8월 5일(계해): … 若因此機會 毋論監兵營各衙門所屬 凡納布一匹之民
皆擇丁壯 充定束伍 名以武學 其公私賤 曾爲束伍者 作爲武學之保人 各給一保 令備給三斗米 以助操

練時糧資 則良役武學 俱爲可用之兵 …; 경종실록 경종 3년(1723) 2월 8일(무오): … 廟堂覆奏曰
關西軍額 雖曰二十餘萬 團束節制之卒 實爲無多 生不識行伍 倉卒驅出 何以爲戰 今於保人納二疋者

減其一疋 陞爲武學 稍就軍校 換得精壯 竝行團操 皆成精卒 則近萬戰兵 無中生有 他日緩急 得力必

矣 朝家所以許行者也.…; 정조실록 정조 3년(1779) 3월 8일(임진); 12월 10일(경신); 정조 14년

(1790) 4월 4일(갑인).

102) 앞의 교생낙강징포절목 : 各邑校生盡取額內外都數 而考講其不通之類 勿定軍役別作一案載錄其

名以爲徵贖之地爲白乎矣 贖木乙良以二疋定式爲白齊.

103) 상동: … 其中或有文才而一時偶然不通 發憤講書徑年之後 願爲改講是白去等 別爲成冊 許令改講爲

白乎矣 此則必以論孟中抽栍考講 能通者 減去別案徵贖之中 以開其興起自新之路爲白乎旀 初次不通

者 自願再講是白如可 又爲不通 則乃是連二次落講 此後 則勿許改講爲白乎旀 再講時能通者 減其贖

布爲白有如可 此後年年考講時 或連二次不通是白去等 亦不許改講爲白遣 間間或通或不通 非連二次

不通者段 不在此科 只當通則減贖 不則收贖是白乎旀 自願改講之類 本邑守令先爲試講後抄報都事 俾

無混雜之弊爲白齊.

104) 상동: 一. 北道及西關之江邊七邑校生段連三次不通後降定軍役乃是事目 此出於朝家優恤與他有別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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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숙종30년(1704)

고강

대상
15세 이상부터 50세 이하의 액내·액외 교생, 서원생, 사우생, 업유

고강

횟수
1년 1회(초 봄 농사철이 되기 전)

고강서 경서와 역사서 중 자원한 책 1권(단, 윤강함.)

고강

방법
임강

강관 도사와 문관 수령 1명 혹은 찰방 1명

낙강자

처리

- 포 2필 징수

(군보로 군역 충정하지 않고, 별도로 징포장부 작성. 교생으로서

교안유지)

- 낙강자 구제 조항: 강에 불통한 자가 공부하여 다음 해에 다시

향교의 교생들조차도 최대한 군역 충정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생낙강징포절목 의 목적은 이전 교생고

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강 시행 자체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울러

지방 학생들을 권학하는 데 있었다. 더불어 낙강자도 교생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교생의 증가 현상은 받아들이되, 상대적으로 고강

내용 및 방법은 한층 강화하여 학업에 힘쓰도록 함으로써 학업 수준의 질

적 저하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 밖에 교생낙강징포절목 에서는 고강 대상은 15세 이상부터 50세 이

하의 액내·액외 교생, 서원생 및 사우생, 업유로 하였고, 강관으로는 도사

와 문관수령 또는 찰방이 주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강안 누락자

와 대강자(代講者), 이에 책임이 있는 재임(齋任) 등을 군역에 강정한 사항

은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생낙강징포절목 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숙종 30년(1704) 교생낙강징포절목 의 주요 내용

意是白在果 自今以後連三次不通者 亦勿定役使之納贖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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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받기를 원할 경우, 개강(改講)의 기회를 주고 통을 받으면 바

로 징속안에서 삭제되어 속포를 면제받음. 개강 1차에서 불통하고

재강(再講)에서 통을 받은 경우 속포를 감면해줌.

기타
(부정

행위처리/

지역적 

특수성)

- 강안 누락자, 대강(代講)자 및 본인과 이에 책임 있는 재임(齋

任)은 군역 강정.

- 군사요충지인 북도와 서관의 강변 7개읍의 교생도 군역강정 대

신 수포

3) 교생낙강징포절목 의 시행 및 영향

숙종 36년(1710) 교생고강 시행 기록을 보고한 비변사의 계문(啓聞)에

따르면, 고강 불통자(不通者)도 교안에 유지시켜 속포만 징수하고 재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는 속포까지 감면해주는 교생낙강징포절목 의 시행 이후 뇌

물을 바쳐 면강하는 폐단도 사라지고 오히려 권학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

다고 하고 있다.105) 이는 절목 시행 초기에 고강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

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학생층의 증가로 인해 고강 대상자의 모집단이 너무 많아 일일이

고강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숙종 37년(1711) 7월 9일 김창집

(金昌集, 1648-1722)은 “외방의 액외 교생은 걸핏하면 몇 천, 몇 백이 되고

서원의 원생으로 놀고먹는 자도 숱하게 많다”106)고 지적하는데, 이를 통해

당시 고강을 통해 선별해야 할 모집단의 규모가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

다. 또 같은 해 9월 24일 판중추부사 이유(李濡, 1645-1721)의 상소에는

“교생으로 정원 이외에 속한 자들의 처리와 관련하여 ‘늘 한결같이 도태시

켜 군역을 정하는 것이 옳다’ 하기도 한다”107)는 의견이 나오는 점으로 볼

105) 비변사등록 숙종 36년(1710) 10월 19일: 司啓辭 乙酉年因右議政李所啓 以釐正廳校生 考講節

目 頒布諸道 節目內各邑校生 毋論額內外 一倂考講 不通者勿爲汰定軍役 仍存校案 只徵贖布 連二次

落講 則勿許改講 再讀時能通者減其贖布 以此作爲定式 渠輩得免所惡之名 而從前納賂圖頉之弊 自除

勸懲勤慢 許其自新之道 亦得竝行於其間 行之數年 外方物情 頗以爲便矣 … .

106) 비변사등록 숙종 37년 (1711) 7월 9일: … 外方額外校生 動至千百 書院院生之閑遊者 亦爲無數 … .
107) 숙종실록 숙종 37년(1711) 9월 24일(경술): 一. 校生之冒屬額外者 議者每以一倂汰定軍役爲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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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점차 낙강생을 징포하는 조치의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사

실, 낙강생을 군역에 충정하지 않고 포를 걷되 교안에 유지시킨 조치는 학

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을 벌한다는 명분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낙강생에

게 징포함으로써 국가가 재정상의 이득은 얻을지 모르지만 낙강생을 계속

교안에 유지시키는 것은 향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제정된 교생고강의 취

지와는 어긋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통론의 문제점은 조정도 인정할 수밖

에 없었을 것이고, 그 결과 낙강생을 군역에 강정하는 선초 낙강생 처리

원칙으로 복귀하였다.

2. 낙강자 처리 원칙의 복귀

1) 낙강자 직정군역(直定軍役) 원칙의 확정

교생낙강징포절목 반포 후 낙강자는 군역에 강정 되는 대신 속포를

바침으로써 교안에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 면강의 폐단은 줄일 수 있었으

나 선초의 원칙인 ‘낙강생 군역강정’과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 각 도의

사정 또한 일치하지 않아 교생낙강징포절목 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많

은 이의가 제기되었다. 이처럼 무학강정과 징포 모두 원칙에 대한 예외의

인정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신하들도 선초의 낙강생 처리 원칙으

로 복귀할 것을 진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숙종 스스로도 조종조의

원칙에 의거했을 때 낙강자에게 징포하는 것은 그 명분이 구차하다는 이유

를 들어 낙강자를 군역에 바로 강정시킬 것을 명하였다.108) 결국 징포에

관한 절목이 신설되어 운영된 지 불과 7년 만에 폐지되고 낙강자를 직정군

108) 승정원일기 숙종 37년(1711) 10월 23일: 光佐曰 校生落講者 汰定軍役 自是國法 民豈敢怨 臣在

外時 與聞此議 亦以爲直爲汰定 最爲正當罰布 時無救於逃故之弊矣 但外邑 果有千萬名之校生 則難

保其必無騷擾之弊 且雖行收布之法 只當收布於落講者 李彦綱所謂一竝收布者 恐不然矣 上曰 罰布事

予意亦以爲苟且 落講之流 竝給本官 直爲汰定 爲當 而都事考講 每每申飭 全無實效 豈有如此虛疏之

事乎 曾前亦施罷職之罰 而如是申飭之後 若又不遵朝令 則當拿問定罪 以此嚴明分付 可也 宗泰曰 今

此良役變通事 以節目啓下之後 可以擧行 臣等 已與相議 略成條項矣 本司提調 多有通練之人 而有司

堂上 例爲專管 凡事 令有司四員 趁速相議 詳具節目啓下 何如 備局謄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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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直定軍役)하는 원칙이 법전에 명시되어109) 시행되었다. 이 원칙에서 가

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전에 징포나 무학강정 등 유예기간을 두고 재시험의

기회를 주어 낙강생 구제조항을 둔 것과 달리, 낙강생을 바로 군보로 군역

에 강정시킨 것이다. 즉 이전까지 낙강생들의 반발을 감소시키고 권학을

목적으로 낙강생 군역강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결과적으로

는 낙강자 처리 규제의 약화로 인해 피역자(避役者) 증가 등의 폐단을 줄

일 수 없었고 결국 본래의 원칙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1711년의 조치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고강 성적에 따라 액내와 액외

교생을 선별한 것이다. 즉, 고강 성적의 우등자는 액내 교생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벌포교생으로 하는 것이었다.110) 물론 이것은 이 때 처음으로 제

안되어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광해 11년에 영남유생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던 성적 위주의 교생 선별 원칙은111) 이미 1692년(숙종 18년)에

승보시(陞補試)의 형태로 시행된 바 있었다.112) 즉, 하교에서 고강의 성적

에 따라 정원 내외의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된 것은 숙종에 의

해 새롭게 제기되었다기보다 이전 관례를 법령상으로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교가 내려진 지 2개월 뒤인 12월부터는 승보시 운영에 관한 방

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액내·액외 교생을 각각 고강하고 정원 내의 결

원을 승보시 성적에 따라 충원하도록 했다.113) 즉, 액외 교생은 수령이 1년

에 1번 고강하여 낙강자를 군액에 보충하도록 하고 액내 교생은 도사가 복

심(覆審)할 때마다 그 원액 안에서 제비를 뽑아 시강하며, 낙강자는 군역에

109) 신보수교집록 병전 군제: 外方校生 都事考講 三次不通後 降定軍役 而其後 因備局節目 守令親
自考講 降定軍役之意啓下 今後直爲降定 丙申(숙종 42년, 1716)承傳.

110) 승정원일기 숙종37년(1711) 10월 23일: 臣意則毋論額內額外 通用考講 以優等者爲額內 其餘則

別作一案 名之曰罰布校生 而收布一疋 額內有闕 則以額外考講 陞差.

111) 주 36)참조.

112) 비변사등록 숙종 18년(1692) 2월 9일: … 且額內校生有窠 則以額外校生 試講陞補 額外盡陞後

始許他人試講 似合事宜 … .

113) 숙종실록 숙종 37년(1711) 12월 26일(경진): 備邊司以良役變通事 作爲節目 別單書入 上敎以節
目頗爲詳備 依此爲之 別單曰 … 又曰 各色名目之可以査定者 使守令 便宜行之 以責成效 而亦有不

可不明白定式 使有所遵行者 校生爲先考講 拔其尤者 以充元額 其餘數 仍使守令 一年一講 以補軍額

而都事巡講舊例 亦不當全廢 每於覆審之時 以其元額之案 抽栍試講 以考勤慢 其見落者 亦使本官定

役 後以額外取才 陞補其代 以額內外時存實數 修正校案 而各書院西齋生 依丁亥定奪 大賢書院三十

人 賜額處二十人 未賜額處十五人 亦爲竝錄於校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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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숙종37년(1711)

고강

대상
액내·액외 교생, 서원생

고강

횟수
1년 1회

고강서 경서와 역사서 중 자원한 책 1권(단, 윤강)

고강

방법
임강

강관 도사와 수령

낙강자

처리
낙강자는 군역에 바로 강정함

교생

선별방법

고강 성적에 따라 우등자는 액내 교생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액외 교생으로 함. 액내의 결원은 액외에서 취재하여 승보함

강정하도록 하고 그 빈자리를 액외에서 취재하여 승보시키도록 한 것이다.

액내 교생은 액외와 달리 국가로부터 늠양 등의 지원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학업 성적에 따라 액내 교생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 방안은 권학

에 큰 유인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상을 포함하여 그 밖의 주요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숙종 37년(1711) ‘낙강생 직정군역 조치’의 주요 내용

2) 낙강자 직정군역 원칙의 시행 및 영향

원칙 복귀 후 8년 뒤인 숙종 45년(1719)에는 외방 서원생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군역 회피의 목적으로 서원생으로 들어온 자가 많다는 이유로

서원생을 교생과 함께 고강하자는 논의가 등장하였다.114) 이는 앞서 인조

114) 학교등록 숙종 45년(1719) 5월 초3일: … 禮曹判書閔鎭厚上達 外方書院院生 非古例故 朝家曾

以院生 充定軍役者 勿爲頉下事申飭矣 厥後漸亟繁盛故相臣柳尙運不得以定奪筵中 一依寡戶例 賜額

處二十人 未賜額處十五人 定其額數 而春秋考講時 院生不爲擧論 欲避軍役者 無不投入 其弊甚多云

自今都事巡講時 與校生一體考講 其不通呼不及 過於額數者 降定軍役恐爲得宜 敢此仰違 … .

(예조 판서 민진후가 상달하기를, “외방 서원의 원생들은 고례(古例)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서 일

찍이 원생으로서 군역에 충정한 자는 탈하하지 말라고 신칙하였습니다. 그 뒤로 점차 원생이 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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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1644) 당시부터 서원생을 지속적으로 고강 대상으로 포함해온 점과

비교해 볼 때 다소 의문을 갖게 한다. 이것은 아마도 서원 남설(濫設)과 이

에 따른 인원의 변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서원생의 규모도 매년 새로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고강을 치루기 위한 대상자 선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그래서 교생들과 별도로 대현서원 30명, 사액서원 20명, 미사액서원

15명을 정원으로 하여 대상자 기준을 나름대로 두고자 하였다.115) 그러나

원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 당시의 상황으로 보았을 때 명분과 실제 모두 문

제가 많았으므로, 순강할 때에 원생을 교생과 함께 고강하여 불통자(不通

者)와 고강 대상자인데도 고강에 불참한 호불자(呼不者) 및 서원별로 배정

한 정원 외의 인원을 모두 군역으로 충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후 교원생

고강은 자연재해나 국휼 등 고강을 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116)를 제외하고

는 조선말까지 꾸준히 시행되었다.117)

하게 되었기 때문에 상신 유상운이 부득이 연석에서 정탈하여 일체 호구(戶口)를 모집하는 사례에

따라 사액한 곳은 20인으로, 사액하지 않은 곳은 15인으로 그 액수를 정하고 봄과 가을에 고강할

때 원생은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군역을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서원에 투입하지 않는 경우가 없

으므로 그 폐단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도사가 순강할 때 교생과 똑같게 고강하되 그 중

에 불통과 호불(呼不: 고강 대상자인데도 고강에 불참한 인원) 및 액수 이외의 자는 군역에 강정

해야 마땅할 듯합니다. 감히 이에 앙달합니다.”하니, 하령하기를, “상달한 말이 맞다. 그대로 하라.”

고 하였다.)

115) 주 114)와 동일.

116) 학교등록 경종 즉위년(1720) 10월 초9일: 備邊司甘結內 江原監司狀啓今秋都事災傷覆審時 校生
考講所當依例擧行向 國恤卒哭前 聚儒受講 事體未安 今姑停止之意 都事處分付事據 備邊司 啓目粘

連云云 觀此江原監司兪崇狀啓則 校生考講 今姑停止之意 都事處分付是如爲白如?乎 而國恤卒哭前

事當依例停止是白在果 以此分付何如啓 依允.

117) 조선 말기까지 교원생 고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철종 2년(1851) 11월 20일

의 江原道各邑校院生落講及雜頉區別成冊 과 철종 7년(1856) 10월 12일, 철종 11년(1860) 10월 24

일의 校院生落講成冊 (江原監營啓錄 중), 그리고 고종 29년(1892) 10월 15일의 校院生落講成

冊 (關東啓錄 중) 등이 있다. 이들 자료에는 고강 대상 인원, 낙강자 수, 낙강자 명단이 기록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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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의 내용과 시행절차의 변화 과정

을 살펴보고, 이를 교육사적 측면에서 당시 지방 관학교육 정책과 관련하

여 해석한 것이다.

교생고강 정책은 교생의 학업을 장려하고 학업 수준을 점검하여 학업 부

진 교생을 도태시키기 위하여 선초부터 시행되었던 것이다. 교생고강 제도

강화에 대한 논의는 양란 이후 인조-숙종대에 본격화되었다.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는 인조 4년(1626), 인조 22년(1644), 숙종 30년(1704), 숙종

37년(1711)에 크게 4번의 변화 과정을 거치며 시행되었다. 그 변화의 주요

내용은 낙강자(落講者) 처리 방식, 고강서, 고강방법 및 고강 횟수에 관한

것이었다.

인조 4년(1626)에는 교생고강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이전까지 모호

했던 낙강자 처리 문제에 대한 낙강자 처리 방식이 크게 군보강정론(軍保

降定論), 무학강정론(武學降定論), 징포론(徵布論)으로 나뉘었다. 군보강정

론은 낙강자를 군역의 하나인 군보로 강정시키는 것이었다. 군보로 강정된

낙강자는 교생의 지위를 박탈당하여 과거에 응할 수 있는 자격도 가질 수

없었다. 무학강정론은 낙강자를 무예와 무경 및 기본적인 유학서를 익혔던

무학생으로 강정하고, 일정 기간의 강습 기간 후 재시험을 치르게 하여 다

시 불통한 자는 군보로 강정시키는 것이었다. 징포론은 교생으로 교안(校

案)에 유지는 시키되 포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처벌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

이었다. 논의 끝에 인조 4년의 낙강자 처리 방식은 한시적 징포론으로 결

정났다. 즉, 낙강교생들에게 포를 걷되 3년의 강습 기간 뒤의 재강(再講)에

서도 또 낙강했을 경우 군역에 강정한 것이다. 낙강자 군역충정 원칙 대신

한시적 징포론이라는 변통론을 채택한 배경은 강학활동이 힘든 전란 후 상

황과 고강 대상 범위의 확대와 관련 있다. 특히 고강 대상에 이전과 달리

업유(業儒)들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군역충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려웠다. 고강 회피 및 낙강에 대한 반발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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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국가는 낙강 교생에게 한시적으로 교생 지위는 유지시키되 벌포를 걷

고 재시험의 기회를 준 것이다.

인조 22년(1644)에는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교생고강에 관한 사항을 총

정리한 각도교생고강사목(各道校生考講事目) 이 반포되었다. 각도교생고

강사목 에서는 이전의 고강 대상, 고강 과목, 낙강자 처리 방안이 재정비되

어 1년에 2회(봄·가을), 고강을 엄격히 시행하고자 하였다. 고강 대상으로

는 액내·액외 교생뿐만 아니라 서원생, 업유들까지 포함하여 고강하는 것

으로 규정되었고 이는 이후 계속 유지되었다. 이처럼, 고강 대상이 학교의

소속 유무나 신분에 상관없이 학생층 전체로 확대된 것은 학생층이 증가한

상황에서 학생 자격을 인증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고강 과목도

<사서(四書)>와 소학 가운데 1권, 제사자집(諸史子集)에서 1권씩 총 2권

을 고강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비되었다. 1권도 통과하지 못한 경우 낙강

처리하였는데 그 방식은 낙강자를 3년 동안 무학으로 강정한 뒤, 무학시재

에서 다시 낙강하면 군보로 강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효종· 현종대는 각도교생고강사목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고강이 더

욱 강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 교생고강의 엄격한 운영은 학적이 있는 자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적자부거(學籍者赴擧) 원칙의 강화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숙종 30년(1704)에는 교생낙강징포절목(校生落降徵布節目) 이 반포되어

교생고강 제도가 크게 변화하였다. 숙종 30년의 고강이 이전의 고강 규정

과 다른 점은 고강 횟수의 축소, 윤강(輪講)과 낙강자 징포 방식의 도입 등

이다. 먼저 고강 횟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매년 초 봄 농사철이

되기 전에 시행하도록 한 것은 재정적 낭비를 줄이고 농사일을 하는 학생

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고강서는 이전의 2권에서 1권으로 권수를 줄

이되, 해마다 같은 내용의 책을 고강할 수 없도록 하는 윤강 제도를 도입

하였다. 윤강 제도의 도입과 함께 고강서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소학이
고강서에서 제외되고 경서와 역사서 중 자원하는 책으로 고강하도록 한 것

이다. 낙강자 처리 방식에서는 낙강자를 군보로 군역에 충정하지 않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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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징포 장부를 작성하여 매년 포 2필을 거두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

는 매달 포 1필을 거두었던 군보에 비하면 훨씬 나은 대우였을 뿐만 아니

라 비록 낙강되더라도 규정에 맞게 포만 낸다면 교생의 지위를 그대로 유

지시켜 주는 방안이었다. 낙강자 처리가 이전의 무학강정에서 징포로 변화

된 것은 무학생의 역할 및 지위 변화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학생

은 이전까지는 군역을 부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현종 5년(1664)부터

매년 포 2필을 부담해야 했고 정병(正兵)으로 활동한 기록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아 숙종 30년을 전후로 하여 그 지위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추측된

다. 한편, 낙강자 구제 조항도 새롭게 신설되었는데 개강(改講)을 원하는

낙강자에게는 다음해에 개강의 기회를 주어 강에 통과했을 경우 징포하는

것을 면제하였다. 또한 개강을 신청했는데 1차 고강에서 불통했다가 재강

(再講)에서 통을 받은 경우 속포를 감면받았다. 이를 통해, 낙강자를 무조

건 군역에 충정시키고자 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자에게는 최

대한 기회를 주어 학업을 독려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숙종 37년(1711)에는 기본적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두 가지

방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졌다. 낙강자를 바로 군역에 강정한 것과 고강 성

적으로 액내와 액외 교생을 선발한 것이다. 낙강자 직정 군역으로 낙강생

처리 방식이 강화된 것은 이전의 낙강생 징포가 조종조의 법제에 비추어

구차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낙강생을 군역에

충정하는 것은 학업 자질이 없는 자를 도태시켜 학적 정리 및 향교교육 수

준 향상이라는 교생고강의 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징벌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고강 성적에 따라 우수한 자를 액내 교생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액외 교생으로 삼은 것 또한 학업 권면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의 변천 과정을 토대로

하여 그 변화의 특징을 17-18세기의 지방 교육 상황 및 교육 정책과 관련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가 재정비된 이유는 전란 후 황폐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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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학 교육을 복구해야 했고 교생과 서원생 등 증가한 학생층의 학업 자질

을 평가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가는 학생층 증가의 해결 방안

으로 학생 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될 수 있는 기회는 개방하되,

공부할 기한을 주고 학력이 부족하여 학생 될 자격이 없는 자는 도태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17-18세기에 대폭 증가한 액외 교생, 서원생과

업유들을 액내 교생과 같은 방법으로 동일하게 강습 기간을 주고 고강한

것이다. 인조-숙종대 교생고강은 늘어난 액외 교생, 서원생을 비롯한 업유

들의 학업 자질을 평가하고 나아가 지방 관학인 향교와 유자층 전반의 교

육 수준을 높이고자 강화되었던 것이다.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제도의 변화 원인은 국가의 지방 교육정책과도

연관하여 찾아볼 수 있다. 교육정책과 교생고강 제도 변화의 연관성은 고

강서의 변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조 22년 각도교생고강사목 에서

소학이 고강서로 추가되었는데 이는 17세기 국가의 소학교육 강화 정책

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정사습(正士習)을 위해 소학 고강은 조선조

내내 강조되었으나 특히 17세기 전란 후 교육이 황폐화된 시기에 사풍(士

風)을 개선하는 등의 취지로 소학교육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다. 유생들이

입학할 때에도 소학을 시험 보았고, 생원·진사에 처음으로 응시하기 위

해 통과해야 하는 조흘강과 지방 과시제도인 공도회에서도 소학 고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소학교육 강화 정책과 함께 교생고강에서도 고

강서로 소학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또한 17세기 효종· 현종대에 학교에 적(籍)이 있는 학생만 과거에 응시

할 수 있게 하는 학적자부거 원칙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교생고강도 같은

시기에 보다 강화되어 시행되었다. 학적 정리 차원에서 교생고강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는 인조-숙종대 교생고강 운영에 있어서 그 시행의 강화

와 약화에 시기적 부침(浮沈)은 있었으나 국가의 교육정책과 연동하여 그

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요컨대, 인조-숙종대 교생고강은 선초의 권학이라는 목적을 유지하면서

17세기 전란 후 교육 재건기라는 시기적 특성과 학생층 증가라는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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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에 당면하여 강화된 제도였다. 국가는 전란 후 향교교육을 재정비하고

교생, 서원생을 비롯한 업유들이 증가한 상황에서 그 해결 방안으로 선초

의 교생고강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국가는 학생 수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될 기회는 개방하되, 일정 기한을 주고 고강하여 학업 자질이 없는

자들을 도태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을 점검함과 동시에 그들의 학업 수

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과거 및 과시

(課試) 응시 자격을 교적자(校籍者)로 제한함으로써 교생고강의 교적 정리

의 성격도 강해졌다. 선행연구에서 교생고강의 목적으로 보았던 군역 충정

도 학업 독려를 위한 징벌이라는 교육적 수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인조-숙종대의 교생고강 제도는 군역이나 신분의 관점만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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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각도교생고강사목(各道校生考講事目)

교생고강등록 인조 22년(1644) 정월 29일.

1. 비변사에서 상고(相考)하는 일. 이번에 계하하신 것임. 각 도 교생의 고강 사목을

아래에 기록하니, 명백하게 알아 이대로 거행할 것.

一. 備邊司爲相考事節啓下敎 各道校生考講事目後錄爲去乎 明白知委 依此擧行向事.

1. 일찍이 읽었던 ‘사서(四書)’와 소학(小學) 중에서 한 책을 자원(自願)한다.
一. 曾讀四書小學 自願一書.

1. 현재 읽고 있는 제사자집(諸史子集) 중에서 아울러 한 책을 자원하여 임

강(臨講)하되, 구두(口讀)뿐만 아니라 문장의 뜻도 강문(講問)한다.

一. 時讀諸史子集中自願一書 竝臨講爲白乎矣 不但口讀 講問文義爲白齊.

1. 교생 외에 혹 이름만 서원에 의탁한 자, 혹은 향교와 서원 모두에 입적도 되어

있지 않은 채 단지 업유(業儒)라 하며 누락하여 한가로이 노는 자는 모두 향소(鄕

所) 및 이(里)의 유사(有司)로 하여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찾아내어 강에 응하게 한

다.

一. 校生外 或托名書院者 或校院俱不入籍 徒稱業儒 落漏閑遊者 竝令鄕所及

里有司 無遺現出應講爲白齊.

1. 주(州)·부(府)·군(郡)·현(縣)의 교생의 원래 정액(定額)은 법에 제한이 있으나 액외

라 하고 문서에 기록된 수가 원래 정액보다 배나 된다. 지금 만약 법에 의하여 일체

액내와 액외를 분변한다면 일이 대단히 소란스러울 것이니, 지금 우선 액내와 액외

를 막론하고 모두 일체 시강하도록 한다.

一. 州府郡縣校生元額 自有法限 而稱以額外 置薄之數倍於元額 今若以一切之

法 辨其額內額外 則事係大段騷屑 今姑勿論額內額外 竝許一體試講爲白齊.

1. 각 도의 도사가 매년 봄, 가을로 순회하며 고강하는 것이 바로 규례이다. 그런데

덮어두고 시행하지 않은 지가 지금 이미 오래 되어 교생들이 학업에 태만하게 되었

다. 지금부터 구례(舊例)에 의하여 거행하도록 명백히 유시하니 착실히 시행한다.

一. 各道都事 每年春秋巡歷考講 乃是法例是白乎矣 廢而不行 今巳年久 以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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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生輩怠於學業 自今依舊例擧行之意 明白布諭 着實施行爲白齊.

1. 면강첩(免講帖)을 받은 사람 및 실직(實職) 첩문을 받은 사람, 영직(影職)

으로 4품 이상의 첩문을 받은 자는 첩문을 상고하여 물건을 봉납하였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조사한 다음 규례대로 강에서 면제시켜 신의를 저버린다

는 탄식이 없게 한다.

一. 免講受帖人及實職受帖影職四品以上受帖者 帖文取考 明査納物虛實 依例

免講 俾無失信之嘆爲白齊.

1. 강관(講官)은 도사 및 강직하고 명민한 문관 수령 1명을 임명하되 4∼5

읍 단위로 부근에 도회(都會)할 곳을 정하여 모아서 시강한다.

一. 講官都事及剛明文官守令一員差定 每四五邑式從附近定都會 聚集試講爲白

齊.

1. 강관이 사심을 두어 공정치 못함으로써 사람들의 말이 있는 경우에는 감

사는 계문(啓聞)하여 죄를 청하고, 혹 조정에서 소문에 따라 논핵(論劾)한

다.

一. 講官循私不公 致有人言 則監司啓聞請罪 或自朝廷隨聞論劾爲白齊.

1. 유생으로서 낙강한 자는 바로 군보로 충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무학으

로 강등시켰다가 일식년(一式年)이 지난 뒤 또 무학을 시재하여 여기에서

떨어진 경우에는 영원히 군보로 충정한다.

一. 儒生落講者 直爲定軍除良 姑先降定武學 一式年過後 又爲武學試才 才落

者 永定軍保爲白齊.

1. 대강(代講)한 자는 본인 및 대강한 자를 모두 정병(正兵)으로 충정하고,

부화뇌동하여 고발하지 않은 향교의 재임(齋任)도 영원히 군보로 충정한다.

一. 代講者乙良 當身及代身 竝爲正兵充定 符同不告鄕校齋任 亦爲定軍爲白

齊.

1. 강에 응해야 할 유생 중 나이 15세 이상 된 자를 추려서 수령에게 보고

하되, 향소 및 향교의 재임 등은 사실대로 이름을 적어 명부를 작성하여 제

출하고 고강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강할 때에 누락시켜 기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사족으로 인정되고 한정(閑丁)으로 희망한 경우를 막론하고

세초(歲抄)에 군보로 대신 충정하여 결코 용서치 않으며 당초 고발하지 않



- 51 -

은 향소는 죄를 논하고 재임은 군보로 충정한다.

一. 應講儒生年十五歲以上 抄入守令 鄕所及鄕校齋任等 從實錄名者 成冊進呈

考講爲白乎矣 如是考講之時 或有隱漏謀避之人 則勿論士族許入閑丁望訴 歲

抄時軍保代定 斷不饒貸爲白乎旀 當初不爲現告鄕所論罪 齋任定軍爲白齊.

1. 낙강자 가운데 나이 50이 넘은 자는 비록 군역에 충정된다 하더라도 앞

으로 역에 응할 날이 많지 않으니 우선 군보로 충정하지 말고 따로 명부를

작성하여 조치를 기다린다.

一. 落講之中年過五十歲者 則雖定軍役 前頭應役之日無多 姑勿定軍 別爲成籍

以待處置爲白齊.

1.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 및 분명히 멀리 나가 있는 사람, 또는 실제 중병

(重病)이 있는 사람은 별도로 명부를 작성하여 추후에 시강한다.

一. 在喪人及分明出遠 或實有重病人 則別件成冊 追乎試講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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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교생낙강징포절목(校生落講徵布節目)

교생고강등록 숙종 30년(1704) 12월 28일.

1. 봄, 가을로 두 차례 고강을 치르는 것이 바로 정규였는데, 이번에 변통한

뒤로는 다만 1년에 한 차례만 고강하되 반드시 초봄 농사철이 되기 전에

실행하고, 만약 수가 많아 즉시 완료하지 못했거나, 혹 다른 사고가 있으면

가을 농사가 한가해지기를 기다린 뒤 물려서 실행하며, 각 읍의 교생은 액

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취해 고강하고 불통한 부류는 군역으로 충정하지 말

며, 따로 명부를 만들어 그 성명을 기록하여 속포를 징수하도록 하되 그 속

포는 무명 2필로 하는 것을 법칙으로 삼는다.

一. 春秋兩巡考講乃是定規是白如乎 令此変通之後 則只當一年一巡考講 而必

於春初農前設行 若或數多未卽完畢是白去乃 或有他事故是白去等 待秋農㵣後

退行爲白乎旀 各邑校生盡取額內外都數而考講 其不通之類 勿定軍役 別作一

案載錄其名 以爲徵贖之地爲白乎矣 贖木乙良 以二疋定式爲白齊.

1. 도사 외에 강직하고 명철한 문관 수령 혹 찰방(察訪) 중에서 1원(員)을

부근에서 강관으로 차정하고, 4-5읍마다 도회를 정하여 함께 입회하여 시강

한다.

一. 都事外剛明文官守令或察訪中一員 從附近差定講官 每四五邑式定都會 眼

同試講爲白齊.

1. 고강의 규정은 천자문이나 유합(類合)118)과 같은 책은 사용하지 말

고, 반드시 경사(經史)중에서 자원한 것을 찌를 뽑아 시강하여 그 음석(音

釋)을 보고 그 문장의 뜻을 물어 통, 불통을 정하되, 능통하여 불통을 면한

자는 금년(今年)에 강한 책을 또 명년(明年)에 강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책명을 장부에 기록해 두고 차례로 권질(卷秩)을 더하여 또한 진취

를 권장하는 도리에 합당하게 하여 이대로 거행하게 한다.

一. 講規乙良 如千字·類合等冊勿用 必以經史中自願者 抽栍試講 觀其音釋問

其文義定爲通不爲白乎矣 其能通免不者段置 今年所講之書不當又爲應講於明

118) 한자를 의미에 따라 종류별로 구별한 책으로 천자문과 함께 초급용 교재로 읽혔던 책이다. 저자

가 미상이었던 것을 선조 때 유희춘이 주요 한자를 보충하고 내용을 손질해 3천여 자로 엮어 신
증유합으로 증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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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必修置薄其冊名 次次加其卷秩 亦合於勸獎長進之道 使之依此擧行爲白齊.

1. 낙강해 별안에 기록된 무리들 중에 전혀 글자를 모르는 자의 경우는 비

록 속포(贖布)를 바치더라도 교생의 이름을 잃지 않았다면 예전대로 학궁

(學宮)에 출입할 수 있어서 본분에 안주하면 감히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것

이다. 바친 2필의 포목은 매년 군역 면제를 도모한 비용과 비교하면 또한

매우 감소되었으니 반드시 도리어 다행으로 여기겠지만, 그 중에 혹 문재

(文才)는 있으나 한때 우연히 불통한 자가 발분하여 독서해 해를 넘긴 뒤

개강을 원하면 따로 성책(成冊)하여 개강(改講)을 허락하되, 이는 반드시 논어
와 맹자 중에서 찌를 뽑아 고강하여, 능통한 자는 별안의 징속(徵贖)자 명단

에서 삭제해서 흥기하여 날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준다. 처음에 불통한 자가

재강을 자원하였다가 또 불통이 되면 바로 연이어 두 차례 낙강한 것이니

그 이후로는 개강을 허락하지 말며, 재강 때 능통한 자가 그 속포를 감면했

다가 그 이후 매년 고강 때 혹 통하기도 하고 불통하기도 하되, 연이어 두

차례 불통한 경우가 아닌 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通)에 해당

될 때만 속포를 감면하고 불통인 경우에는 속포를 거두며, 개강을 자원한

부류는 본 읍의 수령이 먼저 시강한 뒤 뽑아서 도사에게 보고하여 혼잡한

폐단을 없게 한다.

一. 落講載錄別案之類 其全不識字者 雖納贖布 不失校生之名 依舊出入學官

則可以安於本 則不敢有怨 所納二疋之木 比之每年喕頓之費亦甚減少 必將及

以爲幸是白在果 其中或有文才而一時偶然不通 發憤講書徑年之後 願爲改講是

白去等 別爲成冊 許令改講爲白乎矣 此則必以論孟中抽栍考講 能通者 減去別

案徵贖之中 以開其興起自新之路爲白乎旀 初次不通者 自願再講是白如可 又

爲不通 則乃是連二次落講 此後 則勿許改講爲白乎旀 再講時能通者 減其贖布

爲白有如可 此後年年考講時 或連二次不通是白去等 亦不許改講爲白遣 間間

或通或不通 非連二次不通者段 不在此科 只當通則減贖 不則收贖是白乎旀 自

願改講之類 本邑守令先爲試講後抄報都事 俾無混雜之弊爲白齊.

1. 낙강한 교생을 군역에 충정하지 말고 그대로 교안(校案)에 두어 속포만

징수하게 한 것은 조정에서 곡진히 인정을 걱정하여 형편되는 대로 변통하

라는 뜻에서 나왔다. 그들에게는 참으로 더없이 큰 다행이니 마땅히 피하기

를 도모할 리가 없다. 그 중에 혹 강안에서 누락된 자가 있거나 속포를 바

치려고 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군역에 강정하고, 혹 대강(代講)한 자가 있

으면 당사자와 대강한 사람을 모두 군역에 강정하며, 부화뇌동하여 강안에

누락했거나 대강을 고하지 않은 재임(齋任)도 군역에 강정한다.



- 54 -

一. 落講校生勿定軍役仍存校案 只令徵贖者 出於朝家曲軫人情從便變通之意在

渠等 實爲莫大之幸宜無謀避之理 而其中或有落漏於講案者 或有不肯納贖者是

白去等 降定軍役爲白遣 或有代講者是白去等 當身及代身竝爲降定軍役爲白乎

旀 符同惼?案不告代講之齊任亦爲定軍爲白齊.

1. 이전에 고강에 불통한 자는 마땅히 군역에 충정해야 하므로 도사가 그

원망을 살까봐 꺼려 대충 책무를 이행하는 척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지

금은 그 군역에 충정되는 것을 없애고 속포만 취하니 한결같이 강법에 따

라 착실하게 시강하여 요행히 면하는 폐단을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

약 혹 사심을 두어 공정치 못함으로써 사람들의 말이 있게 되면, 감사(監

司)는 계문하여 죄를 청하거나 혹은 조정에서 소문에 따라 처리한다.

一. 在前則 考講不通者 宜定軍役故 都事嫌其取怨 例多塞責是白如乎 今則 除

其定役只收贖布 則所當一從講法着實試講 俾無倖免之弊爲去乎 若或循私不公

致有人言是去白等 監司啓聞請罪 或自朝廷隨聞處置爲白齊.

1. 교생의 액수는 목사와 대도호부 90인, 부 70인, 군 50인, 현 30인이 본래

대전(大典)에서 정해놓은 제도이다. 그런데 지금 모람(冒濫)되게도 지나치게

많지만 바로 걸러내어 군역에 충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기에 이렇게 속포

를 징수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후 입속하는 방법에 만약 엄격하게 과조

(科條)를 세우지 않는다면 군보의 자손 중에 군역에 충정되기에 적합한 자

가 반드시 부담이 가벼운 것을 얻으려 향교에 몸담기를 다투어 점점 남잡

한 폐단에 이를 것이고 각종 양역(良役)도 보충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부·군·현의 교생은 이미 정액 외 입속한 부류가 있어 그 수가 또한 많은

데 또다시 입속을 허락하는 것은 거의 한도가 없는 뜻이다. 그렇다고 일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낙담하는 탄식이 없지 않으니, 원래 정해 놓은

인원에 나아가 궐원(闕員)이 생기는 데 따라 채우게 한다.

一. 校生額數 牧使及大都濩九十人 府七十 郡五十 縣三十 自是大典定制 而卽

今冒濫雖甚過多 直爲抄汰定役實涉重難故 創此徵贖之制 而日後入屬之路若不

嚴立科條 則如軍保子枝可合定役者 必有取輕爭投 漸至濫雜之弊 各樣良役亦

無以充補是白在果 州府郡縣校生 旣有定額外入屬之類 其數亦多則又復許屬

殊無限節之意 一切防塞亦不無莫落之歎 使之就其元額隨闕塡補爲白齊.

1. 지방에서 군역을 회피하는 무리가 교생에 모속(冒屬)할 뿐만 아니라 교

묘하게 명목을 만들어 중간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혹 일찍이 사

고(史庫)의 참봉(參奉)을 지냈다 하고, 혹 일찍이 별장(別將), 감관(監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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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面任)을 지냈다 하고 혹 업유라 하여 모두 교안에 입록하지 않았다. 관

서(關西) 학궁의 연로한 유생은 칭호를 따로 만들어 마음대로 한가로이 놀

고 있는 사람이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류는 교생과 서로 같

다. 똑같이 응강하는 것이 마땅하니, 만약 회피하기를 도모하여 누락된 자가

있으면 각별히 조사해 내어 바로 군역으로 삼으며, 서원이나 사우(祠宇)의

소속 아래에 있는 재생(齋生)도 교생과 서로 같은 부류이니 또한 교안에 이

름을 올려 일체 고강하게 한다.

一. 外方避役之輩 不但校生之冒屬而已 巧作名目中間落漏者 亦多有之 或称曾

經史庫叅奉 或称別將監官面任 或称業儒 俱不入錄於校案 關西之閭學老儒生

別作称號 任自閑遊者 不知其幾 此類 則與校生相等 所當一倂應講是白去乎

如有謀避落漏者是白去等 各別査出直爲定役爲白乎旀 書院祠宇所屬下齋段置

與校生想等之類 亦當係各於校案 一體考講爲白齊.

1. 이번에 변통하는 절목은 오로지 편의하게 하려는 방도에서 나온 것이니

추려내어 군역에 충정하는 것에 비교할 게 아니다. 일시에 속포를 바치는

데 지나지 않는데도 오히려 회피하여 강안에 누락되니 정상이 매우 고약하

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류는 군역으로 강정하도록 이미 법칙으로 삼았으

므로 각 도 감영의 장적(帳籍)을 먼저 상고하여 업유와 기타 따로 명목을

만들어 입록된 자를 비교한 다음 일일이 가려내어 고강할 때 각읍의 성책

과 대조하여 혹 누락된 자가 있으면 바로 군역에 충정한다.

一. 今此變通節目 專出於便宜之道 非如抄汰定役之比 不過一時納贖 而猶且厭

避落漏講案 則情汰可惡 故如此之類降定軍役事 旣已定式爲白有在果 各道營

上帳籍爲先相考 以校業儒及其他別作名目入錄者 一一抄出 考講時 與各邑成

冊應准 或有落漏者是白去等 直爲定役爲白齊.

1. 교생 가운데 나이 15세 이상을 뽑아서 고강하며, 50세 이후는 고강을 면

제하고 속포도 면제하되, 혹 이미 15세가 넘었는데 나이를 줄인 자, 혹 50이

되지 않았는데 나이를 보탠 자는 원근의 장적과 맞춰봐서 적발되는 대로

군역에 충정한다.

一. 校生年十五以上者 抄出考講 五十以後 則除講除贖爲白乎矣 或已過十五而

減年者 或未滿五十而加年者 憑考遠近帳籍隨現定軍爲白齊.

1. 북도(北道)와 서관(西關)의 강변 7개 읍의 교생은 연이어 세 차례 불통한

연후에 강등하여 군역에 충정하는 것이 바로 사목(事目)이다. 이는 조정이

우대하고 휼민하는 뜻에서 나왔으니 다른 경우와 구별한 뜻이 있거니와, 지



- 56 -

금 이후부터 연이어 세 차례 불통한 자도 군역에 충정하지 말고 속포를 바

치게 한다.

一. 北道及西關之江邊七邑校生段 連三次不通後降定軍役 乃是事目 此出於朝

家優恤 與他有別之意是白在果 自今以後連三次不通者 亦勿定役 使之納贖爲

白齊.

1. 각 읍 교생으로 면강첩을 받은 자, 실직첩을 받은 자, 영직으로 4품 이상

의 첩을 받은 자는 첩문을 가져다 상고하여 바친 허실을 분명하게 조사하

여 별도로 성책한 다음 비국(備局)에 보고하여 처치하도록 하며, 수령이 혹

사사로이 물건을 바치게 하고 면강을 허락했거나, 혹 포를 징수한 교생이라

고 칭하여 교안에 기록하지 않은 자가 많다고 하니, 이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모두 조사해 내어 성책하여 고강하되, 만약 혹 누락된 것을 숨기고서

성책에 다 입록하지 않았다면 담당한 향소(鄕所)는 무겁게 죄를 주고 수령

도 파출한다.

一. 各邑校生免講受帖及實職受帖影職四品以上受帖者 取考帖文明査所納虛實

別件成冊報備局 以爲處置之地爲白乎旀 守令或私自許令納物免講 或称以收布

校生 別爲除出不錄於校案者 亦多有之云 此則尤極無據 一倂査出成冊考講爲

白乎矣 若或隱漏不盡入錄於成冊 則次知鄕所從重科罪 守令亦爲罷黜爲白齊.

1. 모든 도의 각 읍의 낙강 교생 속포는 각 감영(監營)이 관장하고, 그 수량

을 비국에 보고하여 백골징포를 보충해 쓰고 덜어주는 밑천을 삼으며, 각

읍의 향교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할 물건을 면강 교생에게서 취하는 것은

참으로 구차하기 짝이 없다. 지금 이후부터는 일체 이 폐단을 금단하고 이

속목(贖木)을 참작하여 내어주도록 한다.

一. 諸道各邑落講校生贖布 各其監營句管 以其數報備局 以爲補用蠲減白骨徵

布之資爲白乎旀 各邑鄕校不得不措備之物 取辨於免講校生事之苟簡 莫此爲甚

今後則 一切禁斷此弊 以此贖木參酌上下爲白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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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the Gyosaeng

Gogang(校生考講)'s System

from In-jo(仁祖)'s Reign to

Suk-jong(肅宗)'s Reign

Lee, Yeon-Ji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yosaeng Gogang(校生

考講)'s system from In-jo(仁祖)'s reign to Suk-jong(肅宗)'s reign. Two

research questions are raised in this study: The first question is how

Gyosaeng Gogang was implemented before 'Gakdogyosaenggongangsamok

(各道校生考講事目)' in 1644 and the second question is how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Gyosaeng Gogang was changed from In-jo(仁

祖)'s reign to Suk-jong(肅宗)'s reign. This study also discusses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related with the local education policy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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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teenth Century's Goanhak(官學).

The discussion over the reinforcement of Gyosaeng Gogang was

proposed in 1624 due to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including

Gyosaeng(校生), Seowonsaeng(書院生) and students who did not entered

into Hyanggyo(鄕校) or Seowon(書院). Also, the Gogang's regulations

were requested to be specified for the reconstruction of Hyanggyo

education after the Chink's invasion of Joseon in 1636(丙子胡亂). Finally,

Gyosaeng Gogang's regulations were reorganized in

‘Gakdogyosaenggogangsamok(各道校生考講事目)’ in 1644. Students had

to pass two test subjects choosing one from <Saseo(四書)> and Sohak(小
學), and the other from Jesajajip(諸史子集). Gyosaeng Gogang was

performed without separating between Aeknae(額內) and Aekoi(額外).

The students who failed in the test were sent to Moohak(武學) and

after three years of studying, they could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n

examination again. If failing again, they were recruited to be Gunbo(軍

保) and were not able to return to the school.

According to Gyosaeng Gogang regulations revised in 1644,

Gyosaeng Gogang was held from Hyo-jong(孝宗) to Hyun-jong(顯宗).

During this period, along with the local education policy promoting

Goanhak(官學), Gyosaeng Gogang took place more rigidly under the

revised regulations. Gyosaeng Gogang became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public examination system. The reason is that students had to

be a member of the school in order to take the examination for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 and to apply for Gongdohoe(公都會),

the local-level examination.

In 1704, 'Gyosaengnakgangjingpojulmok(校生落講徵布節目)' was

proclaimed. Gogang would be held once per year avoiding the farming

season. The students had to pass one test subject choosing from



- 63 -

Gyungseo(經書) or Saseo(史書). Also, they had to change their test

book each year. Gyosaeng who failed from Gogang would be collected

two Pils(匹) of clothes but he could sustain his position as Gyosaeng.

In 1711, new regulations on Gogang were made. The failed

students in Gogang were recruited in military service. Above all, the

grades of Gogang became the criteria that separated between Aeknae(額

內) and Aekoi(額外). The empty spot in Aeknae(額內) was to be

supplied from Aekoi(額外) according to the grades of Gogang, which

also encouraged Gyosaeng to study harder for Gogang.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 can make sure that

Gyosaeng Gogang from In-jo(仁祖)'s reign to Suk-jong(肅宗)'s reign

was implemented under the same purpose as the one of early Joseon

Dynasty which promoted students to study hard. Students had to study

for Gyosaeng Gogang in order not to fail the test because they had to

be a member of the school for taking the examination for government

service appointment. Also, as the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since

17 Century, Gogang was strengthened in order to improve the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to punish unqualified students who did not

study at all.

Keywords : Hyanggyo(鄕校), Gyosaeng Gogang(校生考講), GunboGangjung(軍保降定),

MoohakGangjung(武學降定), Jingpo(徵布), local educ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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