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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선조-인조대(1567-1649) 문과정시의 시행을 검토함으로써 그 제도화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선조-인조대 문과정시는 국방의 위기와 관련하여 주로 무과의 대거를 이유로 시행되었고, 그 외에 ‘별시’나 알성

시를 대체하여 시행되곤 하였다. 인조대는 이 외에 과거에 응시하려는 유생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문과정시를 실시

하곤 했다. 선조-인조대 문과정시는, 이전의 과시로서의 정시에 비하여, 일정이 일찍 결정되고 응시자도 확대됐다. 

문과정시는, 다른 과거를 위해 서울에 모인 유생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설행하는 것이 아닌 이상은, 무과 대거에 의한 

것이든 경사에 의한 것이든 그 시행이 적어도 한 달여 전에 결정되었다.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전체 급제자 수는 

‘별시’에 비하여 적었고, 이 경향은 이후로도 계속되었다. 과거의 시행 횟수는 선조-인조대는 ‘별시’가 정시보다 자주 

시행되었지만, 효종대 이후로는 문과정시의 간편성으로 인하여 ‘별시’나 알성시에 비하여 정시가 자주 시행되게 되었

다. 이처럼 효종대 이후 다른 과거에 비하여 정시의 시행 횟수가 증가한 것은 선조-인조대 문과로서의 위상이 정립되

었기에 가능했다. 정시는 선조-인조대의 시행을 통하여 과시에서 과거로 제도화되었고 그 결과 과거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주요어 : 문과(文科), 정시(庭試), 과시(課試), 선조(宣祖), 광해군(光海君), 인조(仁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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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과정시(文科庭試)는 조선후기에 주요하게 실시되는 과거(科擧)다. 문과 중 식년시(式年試)나 증광

시(增廣試), ‘별시(別試)’1)는 2, 3차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선발하였으므로2) 그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

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알성시(謁聖試)와 춘당대시(春塘臺試)는 국왕이 친림하여 당일에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등의 시행 절차는3) 정시와 비슷했으나,4) 알성시는 국왕의 알성에 맞추어 

춘당대시는 각 군문의 무사 시험에 맞추어 시행하는 문과로 그 시행 사유가 명확했다. 이에 비하여 정

시는 필요나 상황에 따라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었다.5) 이에 따라 조선후기에 정시는 증광시를 시행하

기가 여의치 않고 간단하게 시험을 실시하고 싶을 때 주로 시행되었으며(이상무, 2015), 효종대

(1649-1659) 이후에는 ‘별시’를 대체하며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는 과거 중에서 가장 자주 시행되었다

(박현순, 2014).

정시의 일반적인 의미는 전정(殿庭)에서 선비나 무사를 시험하는 것으로, 선비와 관련해서는 제

술 시험을 가리키는 용어다. 조선전기 유생정시는 주로 관·학(館·學, 성균관·사학)유생에 대한 과시

(課試)로서 시행되었다. 과시는 학교시험의 일종으로, 그 우등자들에게 식년시에 사용하게 되는 직

부(直赴)나 급분(給分), 혹은 지필묵 등의 은사(恩賜)를 내리는 장학책이었다. 중종대는 경국대전
(1485, 성종16)의 정기과시6) 외에 관‧학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정시와 강서 시험인 전강(殿
講)을 주요하게 실시했다(최광만, 2013). 이 시기 과시로서 정시를 운영함에 있어 미비한 점은 명종

6년(1551)에 보완하고,7) 해당 규정을 과거사목에 수록했다.8)

1) 본 연구에서, 별시는 식년시 이외의 과거 시험(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춘당대시 등)을 통칭하며, ‘별시’는 

식년시 이외의 과거 시험 중에 하나인 별시(別試)를 지칭한다.
2) 續大典 ｢禮典｣ 諸科, [式年文科初試] … [式年文科覆試] … [式年文科殿試] … [增廣文科初試] … [增廣

文科覆試] … [增廣文科殿試] … [別試文科初試] … [別試文科會講] ….
3) 續大典 ｢禮典｣ 諸科, [謁聖文科] 文廟親行酌獻禮 仍試士 無初試卽日放榜 春塘臺同 … [春塘臺文科] 各軍

門武士 親臨試藝 仍試士 ….
4) 문과정시는 알성시‧춘당대시와 마찬가지로 과거당일에 1차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

나, 영조19년(1743)부터 초시와 전시의 2단계의 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운영 규정이 변경된다(박현순, 2014).
5) 各司謄錄 83 ｢科擧謄錄 3｣ 辛亥(1671, 현종12) 10월 5일, [試擇] 一 曺啓曰 今十月初四日入診時 領議政許

積所啓 文武官參下乏人 近來尤甚 自前如此之時 或有設科取人之擧矣 上曰 別設文武科庭試 今月晦間開月初
旬前擇日擧行事 分付該曺事 傳敎矣 文武科庭試吉日 令日官推擇 則來十一月二十九日 放榜十二月初七日爲吉
云 以此日設行之意 發馬知委各道何如 傳曰 知道.

6) 經國大典 ｢禮典｣ 獎勸, ○成均館儒生每歲春‧秋 <三月三日 九月九日 有故則次日> 議政府‧六曹‧諸館堂上官
命題製述 科次置簿 優等者三人直赴文科覆試 ○ 擇四學儒生各二十人 每六月聚南學 三品以下文臣三員 或講
論或製述 優等者十人直赴生員或進士覆試 ○ 諸道觀察使量擇道內校生 每六月設都會所 差文官三員 <敎授或
閒散> 或講論或製述 優等者 <慶尙道‧全羅道‧忠淸道各五人 其餘道各三人> 啓聞 直赴生員或進士覆試.

7) 科擧事目 嘉靖三十二年(1553, 명종8)九月 日申明前後科擧事目 …｢舊事目｣ … 一庭試段 或殿試或會試直
赴 亦有時特命敎是旀 必于給分爲白良置 亦得計畫叅試爲白去等 科場例論不冬不行搜挾有乖法意爲白昆 依殿
試例使內白乎矣 儒生課試[필자 주: 경국대전의 춘추과시]段置 通計優等者乙 直赴會試爲白去等 不禁挾冊
未便爲白置 科場例設禁不得爲白乎喩良置 開試日 令正錄官員東西邊各二員定體 書冊披覽儒生乙 痛加伺察 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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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문과정시는, 중종37년(1542)에 관·학유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되었다. 명종14년(1559)에 

문과정시가 다시 시행될 때의 대상 역시 관·학 유생이었다. 중종대에 문과정시를 처음 시행할 때는 

소수만을 대상으로 과거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명종대는 이를 통해 관·학유생

의 학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진흥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면서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정지연, 

2019). 효종대(1649-1659)부터는 유생에 대한 정시 즉 유생정시는 일반적으로 문과정시를 지칭하

는 것이 되지만9), 효종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시는 조선전기의 용례에 따라10) 과거보다는 장학시

험인 과시로 이해되었다.11) 

중종대부터 주요한 과시로 시행된 정시는, 명종대까지도 그 용례가 주로 과시를 의미했다.  선조-

인조대는 문과정시의 시행 횟수가 증가하면서 과시로서의 정시와 과거로서의 정시의 용례가 혼용되

다가, 효종대부터는 정시가 일반적으로 문과를 의미하게 된다. 정시가 효종대부터 명확하게 과거의 

하나를 의미하게 된 것은, 선조-인조대 일련의 문과정시 시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인조대 이후의 문과정시 운영에 관한 것으로(박현순, 2009; 박현순, 2012; 송만오, 

2012; 이상무, 2013), 선조-인조대 문과정시 시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는 선조-인조 연간 문과정시의 시행을 검토함으로써 그 제도화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문과정시가 처음 시행된 중종‧명종대의 시행 방식과 제도화가 일단락

된 속대전(1746, 영조22)의 문과정시 운영 법규를 비교한다. 중종‧명종대의 문과정시는 과시로서

의 정시가 과거로 시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속대전 법규는 선조대 이래로 정시의 시행에 따른 

者這這黜試 … 嘉靖三十年(1551, 명종6)九月初二日都承旨臣李世璋次知啓 依允.
8) 과거사목(科擧事目)은 1551.7-1553.3월 동안 작성된 다섯 개의 과거 관련 규정을 모아 놓은 ｢과거사

목｣과, 1553년 6월 26일 마련된 과거제도에 대한 규정과 이후 대신이 함께 의논하여 첨부한 각 조항에 

대한 보완설명인 ｢신과거사목｣을 묶어서 명종8년(1553) 9월에 인쇄 및 반강한 것이다(김경용, 2012; 김

경용, 2013).
9) 승정원일기 효종 5년(1654) 3월 8일, ○ 傳曰 儒生庭試十一日爲之事 言于該曹; 효종 6년(1655) 3월 

29일, ○ 禮曹 春塘臺儒生庭試 來四月初十日設行, 何如 啓依允 <出春坊朝報 郞廳 申命佐 校正 日記廳郞廳 
李聖運 書>; 顯宗 3년(1662) 10월 23일, ○ 南龍翼啓曰 明日儒生庭試試官 可擬之人乏少 以二望備入之意 
敢啓 傳曰 知道; 국조문과방목 甲午(1654, 효종5)春塘臺榜 三月十一日行 表擬 …; 乙未(1655, 효종6)春
塘臺榜 以觀武才對擧四月十一日行卽日唱榜 賦齋居決事; 壬寅(1662, 현종3)庭試榜 大王大妃聖候平復稱慶與
應行春塘臺合設十月二十四日行卽日出榜.

10) 연산군일기 연산 2년(1496) 5월 6일, ○壬子/持平李自堅啓 命儒生等 試藝于殿庭 臣等竊謂 國恤內文科
重試及課試等事, 一皆停罷 庭試儒生 恐爲不可 傳曰 雖在喪內 此但取其才而已 何害; 중종실록 중종 3년

(1508) 2월 4일, ○廷試儒生居首者李世恭 命直赴會試; 중종 3년(1508) 2월 27일, ○乙未/廷試四學儒生 ○

命以廷試居首幼學宋侃‧申世良 直赴進士會試; 선조실록 선조 5년(1574) 5월 3일, ○丙子/備忘記曰 庭試儒
生二下李覺 直赴會試 三上李繼祿 三中李玉男等三人 三下姜得瑞等九人 點三下權用中‧鄭思億‧朴光前 各館‧鄕‧
漢試中給分.

11) 승정원일기 효종 3년(1552) 8월 26일, ○ 鄭維城啓曰 明日儒生庭試相値 視事頉稟 傳曰 知道; 8월 27

일, ○ 以朴世堂試卷事 傳曰 此字 點墨溷汚 不得解見 未知何字耶 察啓; 8월 28일, ○ 備忘記 生員韓翊周 
直赴會試 判官安獻奇 副率金佑明 通德郞呂顔齊 進士金益炅 幼學朴世堂 直長李惟亨 幼學李玄賞 縣監金壽弘 
進士李弘相 各給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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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의 결과를 알려준다. 해당 비교를 통해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시행을 검토할 때 천착해야 

할 지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Ⅲ장에서는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시행 현황을 기초로, 문과정시의 실시 이유, 공고 시기 및 

급제자 수를 검토하고, 문과정시의 시행 횟수 및 급제자 수를 비등한 위상의 다른 문과와 비교한다. 

이를 통해 선조-인조대 문과정시 제도화 과정의 특징을 파악한다.

Ⅱ.� 문과정시의�중종‧명종대�시행�방식� 및� 속대전 법규
성종대 완성된 경국대전에는 과거 중 식년시의 운영 법규만 수록되어 있다. 그 외의 비정기 과

거의 운영 법규는 누대의 시행을 거쳐 영조대 속대전에 수록된다. 속대전의 각종 법규는 이전의 

과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완성된 것으로, 이것은 문과정시 운영 법규 역시 

마찬가지였다. 문과정시는 숙종대 이후 응시자의 증가와 관련하여 초시 설치가 계속해서 논의되다

가 영조19년(1743)에 처음으로 초시가 시행되고 해당 시행 절차가 속대전에 운영 법규로 반영된

다(박현순, 2014). 영조대 정시의 초시 설치는 정시 시행 절차에 있어서는 큰 변화였지만, 이미 과거

로서 정시가 100여년간 안정되게 운영되던 상황이었으므로, 그 운영 자체는 초시 설치 전후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속대전의 운영 법규의 검토를 통해서 선조대 이래의 문과정시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파악할 

수 있다면, 중종‧명종대 문과정시 시행 방식의 검토를 통해서 과시로서 시행되던 정시가 과거로 변모

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 시기인 선조-인조대는 이 중간에 해당하는 시기로, 중종․
명종대와 영조대의 비교를 통해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시작과 마지막이 각각 어디에 어떤 식으로 

접해있는 지를 파악할 수 있다. 중종‧명종대 문과정시의 시행 방식과 속대전의 문과정시 운영 법

규를 표로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표� 1>� 문과정시의� 중종‧명종대� 시행� 방식과� 속대전 법규� 비교�

(속대전,� 실록,� 증보문헌비고,� 참고)

12) 성균관의 식당 명부인 도기(到記)는 성균관 유생의 문과 응시나 유생 과시의 응시 자격인 원점(圓點)을 매기

문과정시
중종37년(1542).11.12.

시행 방식
명종14년(1559).9.20.

시행 방식
속대전(1746, 영조22)

운영 법규

응시대상
관‧학의 

도기(到記)12)유생
관‧학의 은사(恩賜)유생 경국대전과 동일*

실시이유 유생들의 권학(勸學) 왕의 쾌차 중시대거 혹은 국가경사

과거공고 당일 과시를 과거로 변경 당일 과시를 과거로 변경 초시는 전시 10일 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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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명종대의 문과정시 시행 방식과 속대전의 운영 법규의 차이는 우선적으로 응시대상에서 

드러난다. 중종‧명종대의 문과정시는 애초에 관‧학 유생에 대한 과시로 시행한 것을 과거로 격상하고 

우수자들에게 급제를 내렸으므로 그 응시대상도 소수에 불과했다. 반면 속대전에는 문과정시 응

시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것은 다른 과거와 마찬가지로 응시가 불허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않는다면, 모든 유생은 정시에 응시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속대전의 정시 시행 사유는 ‘별시’와 마찬가지로 중시(重試)의 대거(對擧)나 국가의 경사로 명

시되어 있다. 이러한 시행 사유는 효종대 이래 증광시와 ‘별시’ 시행이 여의치 않을 때 주로 시행 

절차가 간소한 정시로 시행했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이상무, 2015). 증광시는 그 과거의 이

름 자체가 국가의 경사를 기리기 위한 것이고 ‘별시’의 시행 사유는 정시와 동일하지만, 이 두 과거

의 시행 절차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시에 비하여 복잡했다. 때문에 증광시나 ‘별시’를 대체했던 시행 

전례에 따라, 정시의 시행 사유를 별시와 동일하게 한 것으로 짐작된다.

중종‧명종대 문과정시는 당일의 과시를 과거로 변경한 것이었으므로 과거의 시행 공고가 없었다

고 봐야 한다. 속대전에도 정시 시행 공고일에 대한 언급은 없이, 초시와 전시의 간격만을 명시하

고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를 통해서 문과정시의 시행 공고는 다른 별시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적어

도 2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험일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이상무, 2013).

문과정시의 시제(試題)는 중종‧명종대는 논(論)과 송(頌), 시(詩)가 출제되었다. 중종대 과시로서

의 정시를 시행할 때 부(賦)를 시제로 낸 경우가 확인되는데,14) 중종‧명종대의 문과정시에서 두 번 

모두 시체(詩體)가 출제된 것은 과시로 예정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속대전의 문과정시 시제는 다

양하지만, 숙종대까지 정시의 주된 시제는 표(表)였다. 표는 형식이 발달하여 제술이 쉽지 않았으므

로 과문(科文)으로 출제하여 장려하자는 의견이 일찍부터 있었다. 더욱이 정시‧알성시‧춘당대시는 과

거 당일에 급제자를 발표하므로 장문의 책문(策問)을 출제할 수는 없었고, 누구나 지을 수 있는 부‧
잠(箴)‧송 등은 변별력이 없었으므로 출제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런 이유로 표가 정시‧알성시‧

는 근거가 되었다. 아침과 저녁에 도기에 기재되어 있으면 원점 1점이 주어졌다(원창애, 박현순, 송만오, 심승

구, 이남희, 정해은, 2014).
13) 大典會通 ｢禮典｣ 諸科, [原] ○ 罪犯永不用者 贓吏之子 再嫁․失行婦女之子孫及庶孽子孫 勿許赴文科․生

員․進士試 非居本道者 朝士見在職者 勿許赴鄕試….
14) 중종실록 중종 5년(1510) 6월 18일, ○庭試儒生 以北辰賦 生員崔世津等四人入格 論賞有差.

시험문제 논(論)과 송(頌) 칠언율시(七言律詩)

초시-부(賦) 1편, 
     표(表)‧전(箋) 중 1편
전시-대책․표․전․잠․송․제․
      소‧논․부․명 중 1편

급제자 수 4명 12명 때에 임하여 정함

* ‘죄를 지어 영구히 서용하지 않는 자, 장리의 자식, 재가하거나 실행한 여인의 자손과 서얼의 자손은 문과‧생
원‧진사시 응시를 불허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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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당대시의 시제로 선호되었다(박현순, 2014).

속대전의 문과정시 급제자 수는 때에 임하여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경사의 정도나 과거 시

행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문과정시의 급제자 수는 융통성있게 조절되었다. 문과정시의 급제자 수는 

중종대 4명에서 명종대 12명으로 증가한 것처럼, 조선후기에도 때에 따라 10여명 이상을 선발하기

도 하였다. 다만 다른 모든 별시와 마찬가지로 그 선발 인원수가 식년시의 기본적인 선발 인원수 

33명을15) 넘어서는 경우는 없었다. 영조대 정시초시를 설치하기 이전에 정시 선발 인원수가 가장 

많았던 경우도 숙종10년(1684) 이래 20명이었다.16)

중종‧명종대 문과정시가 과시로 시행된 정시를 과거로 격상했던 까닭에 응시자나 시험일 공고 등

의 항목에서 여전히 과시로서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속대전 법규는 과거로 시행되는 정시의 

기본적인 운영 규정을 제시한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의 비교를 바탕으로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시행 양상을 검토한다.

Ⅲ.� 선조-인조대� 문과정시� 운영의�실제

문과정시는 중종37년((1542)과 명종14년(1559)에 시행된 이후로, 선조16년(1583)에야 다시 실시

되었다. 문과정시는 중종대부터 선조대 중반까지는 20여년 사이로 1번씩 실시되었지만, 임진왜란 

이후로는 시행 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선조-인조 연간의 문과정시의 시행 사례를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선조-인조대� 문과정시� 시행� 사례

(국조문과방목,� 승정원일기,� 실록,� 증보문헌비고참고)

15) 經國大典 ｢禮典｣ 諸科, [式年文科殿試][額數] 三十三人 ….
16) 숙종실록 숙종 10년(1684) 9월 26일, ○試中外士於仁政殿庭 取申必淸等二十人及第 先是 以聖痘平復 稱

慶告廟 將行增廣於春初 因國哀不果行 大葬後 禮曹請退行於八月 上以慈聖新陟 不忍張大稱慶 命改行庭試 ….

순 시행 일자 시행 사유
시제

(試題)
급제자 수

(명)

1 선조16년(1583) 12월12일 무과 대거(니탕개의 난) 책문 10

2 선조27년(1594) 2월29일 식년시 실시 못함 표 13

3 선조27년(1594) 10월19일 식년시 실시 못함 표 10

4 선조29년(1596) 10월26일 알성시 시행이 어려워 정시로 시행함 표 19

5 선조30년(1597) 4월4일 북로군인 친시 대거, 식년시 실시 못함 표 9

6 선조32년(1599) 3월17일 별시[참급과거(斬級科擧)] 대거 표 10

7 선조36년(1603) 1월8일 주사별시(舟師別試) 대거 책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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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인조대 문과정시는 총 25번 시행되었고, 그 중 13번이 인조대에 시행되었다. 시제는 선조대

나 광해군대는 표(表)가 자주 출제되었지만, 인조대는 오히려 13번 중 6번만이 표가 출제되는 것으

로 보아 이후의 출제 경향과는(박현순, 2014)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17)

이하 본 장에서는 문과정시가 성립되는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일반적인 운영 상황, 즉 실시 이

유, 공고 일자 및 급제자 수 등의 분석을 통해 해당 시기 문과정시 제도화 과정의 특징을 파악한다.

1.� 문과정시� 실시의� 이유

조선조 과거는 3년에 한 번식 치르는 식년시 외에, 증광시‧‘별시’‧정시‧춘당대시‧알성시 등이 있었

다. 식년시 외의 과거는 그 때마다 사유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곤 했는데, 영조22년(1746)의 

17) 국왕의 친림으로 과거 시험 당일에 급제자를 발표하는 정시‧알성시‧춘당대시 중 춘당대시는 효종대부터 주로 

시행되었으므로 인조대 시행 기록이 없다. 알성시는 인조대 6번 시행되는데 시제는 정시와 비슷하게 표 3번, 

잠 2번, 명 1번이다.

8 선조38년(1605) 6월25일 무과 대거 조 7

9 광해10년(1618) 7월27일 명나라 무사 요청 관련 무과 대거 표 6

10 광해11년(1619) 12월28일 함경도 무과 대거 표 3

11 광해12년(1620) 7월13일 무과 만과(萬科) 대거 표 15

12 광해13년(1621) 9월24일 무과 만과(萬科) 대거 전 11

13 인조1년(1623) 5월13일 명나라희종황제 등극 축하기념 책문 4

14 인조2년(1624) 4월28일 이괄의 난 평정 후 환도 기념 표 11

15 인조4년(1626) 8월18일 7월26일 별시 파방에 대한 유생들 위로 잠 4

16 인조5년(1627) 7월29일 환도 후 호종무사시취 대거 겸 왕세자입학 기념 논 7

17 인조7년(1629) 11월7일
정원군묘 전알 후 실시, 10월22일 명나라 황태자 탄생 
기념 별시 후 유생들이 흩어지기 전에 실시하게 함

송 5

18 인조15년(1637) 8월18일 환도 기념, 알성시를 인조의 건강문제로 정시로 변경 조 11

19 인조16년(1638) 3월28일 알성시를 인조의 건강문제로 정시로 변경 표 15

20 인조19년(1641) 9월20일 식년시를 위해 서울에 모인 유생들을 위함 표 8

21 인조20년(1642) 9월16일
연신이 전강을 파하고 정시를 실시해 선비를 위로
할 것을 청함

잠 5

22 인조22년(1644) 9월1일
토역별시 초시(8월20일) 후 전시(10월3일) 전에 서
울에 모인 유생들을 위로하기 위함

표 7

23 인조24년(1646) 10월6일
9월 전후의 별시[세자[효종] 가례 기념 겸 중시 대
거] 초시 파방에 대한 유생들 위로

부 7

24 인조26년(1648) 8월25일
7월13일에 식년시로 유생들이 서울에 모여 있음을 
이유로 정시 설행을 결정함

표 9

25 인조27년(1649) 4월4일
3월25일 별시[원손 책봉 기념] 초시 후에도 거자들
이 정시를 희망하며 모여 있어 실시함

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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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전에 의하면 증광시는 국가에 큰 경사 내지 여러 경사가 있을 때, ‘별시’와 정시는 10년에 

한 번 치르는 중시(重試)에 맞춰서 혹은 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하는 과거였다.18) 그러나 속대

전의 규정은 인조 재위 말년(인조27년, 1649)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선조-인조대와 적어도 100여

년의 시간 차이가 있고, 실제로 선조-인조대 문과정시는 속대전의 법규와는 다른 사유로 주로 실

시되었다.

1) 무과의 대거(對擧)

조선조 과거는 문과와 무과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원칙으로,19) 무과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과도 설행해야 했고 마찬가지로 문과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무과도 설행해야 했다. 이처럼 

짝을 맞춰서 시행하는 과거를 대거(對擧)라고 하는데(이상무, 2015), 명·청 교체기인 선조-인조대는 

무과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주로 무과의 대거로 문과정시를 시행하곤 했다. 과거를 

‘별시’로 시행하는 경우는 문과와 무과 모두 초시와 전시의 2차의 시험을 시행해야 했지만(이원재, 

2009; 원창애, 박현순, 송만오, 심승구, 이남희, 정해은, 2014), 정시로 시행하는 경우 문과는 간단하

게 시행할 수 있었다. 정시의 경우 무과정시는 무과별시와 마찬가지로 2차의 시험을 시행해야 했던 

반면20), 문과정시는 한 번의  시험만 시행하면 되었기 때문이다(원창애, 박현순, 송만오, 심승구, 이

남희, 정해은, 2014).

때문에 선조-인조대는 전란(戰亂)으로 인하여 무과의 대거로 문과를 시행해야 하는 경우 과거를 

‘별시’가 아닌 정시로 시행하곤 했다. 실제로 선조대 8번의 문과정시 중 5번, 광해군대 4번의 문과정

시 전부가 무과의 대거로 실시되었다.

2) 유생의 위로

인조대 13번 시행된 문과정시 중 8번의 정시는 유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때 유생들

의 위로란 앞서 실시된 다른 과거, 예컨대 식년시나 ‘별시’로 인하여 서울에 모인 유생들을 위한 것

이었다. 식년시나 ‘별시’의 응시를 위해 서울에 유생들이 모였을 때 초시에 낙방한 유생들이 귀향하

기 전에 그들을 위해 정시를 설행하는 경우도 있었고,21) 과거 시행 과정에 문제가 있어 파방된 과거

18) 續大典 ｢禮典｣ 諸科, 式年<三年一試 爲大比之科 今以子․午․卯․酉年設行 名曰式年 增廣 國有大慶 或合累
慶則特設增廣試 合慶最多者 名曰大增廣 稍加額數> 則並設文․武科及生員․進士․雜科 而別試<因重試對擧及邦
慶設行 庭試同>․庭試․謁聖試․春塘臺試則只設文․武科

19) 바로 앞 각주 참고.
20) 續大典 ｢兵典｣ 諸科, [庭試] 因邦慶設行 ○ 初試․殿試諸法 同別試.
21) 승정원일기 인조 7년(1626) 10월 18일, ○ 以備忘傳于金壽賢曰 近因科擧 外方儒生 必多聚京中 令禮官

擇日廷試 數字缺傳于尹知敬曰 近來各該司 凡公缺限內趁不回數字缺不當 今後政院各別檢飭: 인조실록 인

조 19년(1641) 8월 3일, ○丙午/北兵使李言惕辭朝 上召見之 謂曰 西邊有事之後 不遑撫恤北路 卿其勉盡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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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정시를 설행하기도 하였다.22) 또한 유생들이 과거 시행을 희망하여 

서울에 모이거나 혹은 서울을 떠나지 않는 경우에도 예정되어 있지 않은 정시를 설행하기도 하였

다.23)

선조-인조대 문과정시는 속대전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의 경사를 기리기 위해 실시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은 인조1년(1623)의 명나라 황제 등극 기념 정시나24) 인조5년(1627)이나 인조15년

(1637)에 환도(還都) 기념 정시 정도였다. 인조대까지 문과정시는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기보다는 무

과의 대거나 유생들을 위무하기 위해 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유생들의 위로를 목적으로 

하는 정시 설행에 대해서는 현종대부터 문제가 제기되면서25) 이후로는 지양되었다(박현순, 2014).

3) 다른 과거의 대체

문과 중 그 시행 절차가 가장 복잡하고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식년시였고, 그 다음은 증광

시와 ‘별시’였다. 이상의 세 과거는 모두 2, 3차의 시험을 통해 급제자를 선발하였다. 특히 전년도 

職 使軍民知朝廷顧念之意可也 … 顯英又曰 秋成之後 命設庭試 以爲作成人才之地何如 上曰 何待秋成 今此
科儒會集之時 設行宜矣; 인조 26년(1648) 7월 3일, ○初 禮曹判書李明漢於榻前啓請 每歲秋命官庭試 以爲
作成人才之地 遂於辛巳‧壬午兩年秋 設行庭試 其後廢而不行 至是 禮曹啓曰 近日國家多事 科擧甚稀 士子輩
皆懷落莫 今者方有大比之科 中外儒生聚集者頗多 請於此時 設行庭試 上從之.

22) 승정원일기 인조 4년(1626) 8월 2일, ○ 缺以備邊司言啓曰 今此別試武科初試五字缺至二千六百餘人 而
緣殿試 規矩太重 二字缺入格者 纔數百餘人片箭 雖不畢射 而計不過二字缺人遠方擧子 裹糧上京 咸懷落莫之
歎云 趁此擧子未散之前 別設庭試 從略試取 以慰遠來者之心 似或便當從前亦有此例 故敢啓 傳曰 依啓; 8월 

4일, ○ 鄭廣成 以禮曹言啓曰 重試及別試放榜次次退行事 允下矣 卽見兵曹啓辭 武科庭試 依謁聖例 初試 
試取後設行事 啓下 文科對擧庭試 當待初試畢後 設行 庭試以八月十八日定行 而重試以八月二十五日 別試及
重試放榜 九月初九日 庭試放榜 同月十四日爲之 何如 傳曰 依啓; 인조실록 인조 24년(1646) 9월 12일, 

○乙卯/諫院啓曰 今番別試文科初試 旣已罷榜 則武科初試 獨不罷榜 實無所據 而且別設庭試 以爲重試對擧 
則文武之科 所當一體施行 武科初試 更令試取 答曰 若更試取 則外方擧子 必致久留 依前判下施行可也.

23) 인조실록 인조 20년(1642) 9月 15日, ○壬午/吏曹判書李明漢上疏曰 頃日登對之時 因筵臣發言 臣亦猥
陳淺見 請間設庭試 分等賜畫 以爲勸奬之地 元非對擧取人而發也 厥後備局聞外方武士多聚京中 大臣與本兵
相議而陳啓 其意槪出於慰悅聳動之擧 而實非臣當初啓達之本意也 … 大臣覆啓曰 遠方擧子來會者甚衆 武科
初試錄名者三千三百餘人 今遽罷榜 則入格者必皆恨望 上從之; 승정원일기 인조 27(1649) 3월 20일, ○ 

禮曹啓曰 傳敎矣 擧子散歸者已多 聖敎誠爲允當 但詳察物情 則擧子等希望庭試 遲留都下 累日而後乃歸 而
亦有尙爲留待者 其顒望之情可見 而武擧子 則留京未去者過半云 昨者庭試設行之敎乃下 文武擧子 無不欽躍 
雖已下去者 離京未遠 則必皆上來 今若停止 則其失望 甚矣 自前庭試謁聖 則略取之時常然 臣等之意 竊恐依
前聖敎設行 從略試取 以慰擧子之望 似無不可 惶恐更稟 傳曰 依啓 試取日 今月內擇定 俾無妨農之弊.

24) 인조1년 명나라 황제 등극 기념 정시는, 별시로 논의하다가 인조2년에 있을 인조 즉위 기념 증광시와 관

련하여 정시로 조정하였다.; 승정원일기 인조 1년(1623) 4월 6일, ○ 權盡己 以禮曹言啓曰 曹啓辭天啓
登極別試 聖上卽位 增廣 合爲一科事 傳敎矣 科擧頗數 固是弊習 但此兩科 皆是莫大之慶 竝設甚爲苟簡 群
情皆以爲未安 登極別試 則亦以庭試 略取爲當云 更議大臣定奪 何如 傳曰 允事 傳敎矣 議于大臣 則領議政
以爲以下缺妄意 合爲一科 似爲無妨 <以下缺>.

25) 현종개수실록 현종4년(1663) 9월 13일,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及備局諸宰 … 命夏曰 九日課製 旣已定
奪 士子上來者甚多 宜設庭試 以爲聳動之地 上問太和 太和曰 所謂庭試取人者 必因有事而設 祖宗朝或有設
庭試取其居首者 追後唱榜之時矣 至於無端庭試取人 則臣未知其可也 上然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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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에 지방에서 초시를 치르고 당해년도 봄에 서울에서 복시와 전시를 치르는 식년시는, 전란 시에

는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때문에 임진왜란 시기인 1592-1598년 동안의 두 번의 식년시는 모두 시행

하지 못하였고, ‘별시’ 혹은 정시를 여러 번 치르는 것으로 대체되었다.26) 이것은 광해군13년(1621)

에 식년시를 치르지 못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다.27)

인조15년(1637)과 인조16년(1738)의 문과정시는 알성시를 대체하여 치러졌다. 알성시나 정시는 

모두 한 번의 시험으로 급제자를 선발하는 과거라는 점에서는 비슷했지만, 알성시는 국왕의 문묘 

알성이 동반되어야 했다. 두 해의 문과는 모두 알성시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인조의 건강 문제로 

알성이 어려워지자 정시로 변경하여 문과를 시행하였다.28) 

과거가 공고되면 응시를 위해 유생들이 서울에 모이기 마련이므로, 시험 일자에 어떤 이유로든지 

과거가 취소되는 것은 유생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이었다. 때문에 인조15년(1637)과 인조16년

(1638)에는 예정되어 있던 알성시를 국왕의 알성이 필요없는 정시로 대체하여 과거를 실시한 것이

다. 이러한 대체가 가능했던 것은 문과정시가 다른 문과에 비해 가장 간편하게 시행할 수 있는 과거

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과정시 시행의 간편성은, 영조19년(1743)부터 문과정시에 초시가 설행되

기 전까지,29) 문과정시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었다.

26) 선조27년(1594, 갑오년)에는 2월 29일 정시, 10월 19일 정시, 11월 23일 ‘별시’를 실시하였고, 선조30년

(1597, 정유년)에는 3월 17일 ‘별시’, 4월 4일 정시, 4월 8일 알성시를 실시하였다(國朝文科榜目 참고).
27) 광해군13년(1621, 신유년)에는 9월24일 정시, 10월 9일 알성시, 10월 20일 ‘별시’가 있었다; 인조14년(1636, 

병자년)의 식년시는, 1635년 가을에 초시를 시행해야 했으나 5월부터 이이‧성혼의 문묘 종사 문제가 대두되면

서 초시를 그 해 겨울로 미뤘고, 12월에 왕비 한씨가 승하하여 다시 미룬 와중에 병자호란이 발발하여 시행하

지 못하였다(인조실록 인조 13년(1635) 5월 29일, ○知成均館事崔鳴吉啓曰 自館學儒生陳疏之後 鬧端大起 
東學疏儒被停者六人 而同參五十餘人 皆不爲圓點 成均館齋任六人及參疏者三人 相繼被停 諸生以此不能自安 
稍稍引去 只若干齋任留齋 更無一人進參圓點者 … 大槪泮儒闕點 不過數日 若令還入 猶爲可及 東學疏儒廢
點 已過二十餘日 今雖欲仍赴圓點 科期已迫 其勢難準七十點之數 隨勢變通 減定點數 使國家大慶之科 人人
皆得參赴 更無後言何如 上從之; 6월 16일, ○甲午/太學儒生空館而退 先是 上答崔鳴吉箚 有館儒驅逐多士之
敎 諸生等以居館爲未安 皆退去 鳴吉又上箚曰 … 諸生旣出 還集無期 前頭大科 亦必難處 不幸甚矣 知館事
旣已見遞 臣以始初謬見之人 決無獨自晏然之理 乞遞兼帶同知成均 …; 12월 18일, ○甲午/禮曹啓曰 前頭丙
子式年 雖是大比之科 而初試設場 不宜行於國恤卒哭前 請改擇日擧行 又啓曰 國恤時 諸道監司皆進香 發靷
時 又有會葬之禮 而方伯重任 不可曠闕 故自前國恤時 只於京畿‧開城許令監司‧留守來參 諸道及江華則皆以都
事 或以秩高守令及次官代行 今亦依此知會似當 上皆從之).

28) 승정원일기 인조 15년(1637) 8월 14일, ○ 左議政崔鳴吉啓曰 因藥房啓辭 已有謁聖退定之命 誠爲多幸 
但今聖體 猶未快差 該曹擇日 須在十餘日之後 而外方擧子 留滯甚難 此亦不能無慮 竊念丙子式年 旣已停罷 
文官參上參下 皆有乏才之嘆 今因謁聖之擧 頗爲廣取 則不但士子無冤 亦必有益於朝家 而燭刻取人 常患悤遽 
有才者不獲自盡 無才者易於倖參 若依該曹啓辭 別設庭試 與山城科擧 一時唱榜 則旣無冒夜擧動之憂 且無擧
子久滯之患 事事便當 群下之情 莫不如此 故惶恐敢啓 答曰 依啓; 인조실록 인조 16년(1638) 3월 25일, 

○戊子/上有疾 停謁聖之禮 大臣以武科初試 旣已設行 請設庭試取人 從之.
29) 영조실록 영조 19년(1743) 1월 25일, ○始行庭試 初試之法 其法 大庭試取千人 小庭試取八百人 咸聚京

師 分三所試取 以禮曹‧漢城府‧成均館爲試所 嘉善‧通政各一員及堂下二員 自吏曹備三望受點爲試官 定送臺監
一人 以賦‧表兩題 分半試取 試紙封彌 只書其父名 殿試則設場於時御所殿庭, 而試官則自政院擬入 遂罷分考
之法 俾盡考試之方 試紙用監試試紙 連三幅封彌 具書四祖 割封‧査同‧枝同‧易書幷依東堂例焉 時士習日渝 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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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과정시의� 공고� 및� 급제자� 수

과시로서의 정시는 응시 대상이 주로 관‧학 유생이었으므로 일찍 공고되지 않더라도 별반 문제될 

것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 모인 유생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문과정시는, 이미 유생들

이 모여 있고 특별히 설치하는 것이므로 그 때에 당하여 공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국가의 경사

를 기리거나 무과의 대거로 실시되는 문과정시, 다른 과거를 대체하기 위한 문과정시는 보다 일찍 

공고되었다. 지방의 유생들이 과거 응시를 위해 서울에 모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인조1년(1623) 5월의 명나라 희종황제 등극 기념 정시는 시행일 한 달여 전에 실시가 결정되었으

며,30) 인조5년(1627)의 환도 기념 정시는 두 달여 전에 시행이 결정되었다.31) 무과 대거의 문과정시

는 선조32년(1599) 4월의 참급과거의 시행이 선조31년(1598) 12월에 결정되는 기록이 보인다.32) 

이를 통해 무과대거의 정시도 통상의 경우는 미리 공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문과정시의 

예고는 중종‧명종대 관‧학 유생에 대한 시험을 문과정시나 ‘별시’로 치를 때, 신하들이 ‘지방이 알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과거를 치른다’고 비판했던 것과는33) 그 양상이 달라진 것이었다.

문과정시의 선발 인원수는 ‘별시’나 알성시와 마찬가지로 일정하지 않았다. 선조-인조대 문과정

시의 급제자 수는 가장 적을 때가 3명, 가장 많을 때가 19명이었지만, 통상 10명 전후의 인원을 선발

했다. 선조-인조대 총25번의 문과정시의 총 급제자 수 및 평균 급제자 수를 ‘별시’ 및 알성시와 비교

하면 <표 3>과 같다.

弊日甚 上欲矯捄其紛雜之弊 下詢于諸臣 始命行之 行之十數年 仍廢不行.
30) 각주 24 참고. 
31) 승정원일기 인조 5년(1627) 5월 12일, ○ 李明漢 以禮曹言啓曰 以兵曹啓辭 各道勤王從軍之人 前頭八

道咸聚 別試時 各道從軍外 切勿許赴事 傳敎矣 皇子誕生對擧別試及勤王別試 合爲一科之意 本曹曾已啓稟定
奪 擇日啓下 知會八道矣 今聞皇子已爲薨逝 誕生別試 設行無據 前啓下單子 似當付標以入 大槪 皇子誕生大
擧別試 旣不爲之 則前頭設科 專爲勤王從軍之人 別無先設之事 若無大慶 六百之科 亦似過重 前定別試 雖不
設行無妨 只於勤王從軍人等試取時 儒生 依江都例 亦爲庭試對擧 似爲便當 大臣之意亦然 何以爲之 敢啓 傳
曰 依啓.

32) 선조실록 선조 31년(1598) 12월 18일, ○備忘記曰 斬級科擧 因事變 累年不得殿試 出榜不成貌樣 其人
亦頗怨 今宜速爲知委 皆聚京中殿試 此榜當在諸科之先 又略取文科 以爲對 言于禮曹回啓.

33) 중종실록 중종 28년(1533) 4월 16일, ○諫院啓曰 別試之意 在於廣取四方之士 而今於數日之內 試取 如
恐外方之人知之 非徒有妨於廣取之美意 外方儒生傳聞道說者 必贏糧坌集, 雖欲及試於未上來之前 反有騷擾之
弊 若於秋成視學 則此時廣取宜矣 今只以居館儒生試取 雖曰勸奬之道 如庭試(필자 주: 과시(課試)로서의 

정시) 則可矣 以此設科 似爲不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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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선조-인조대� 문과의� 정시‧‘별시’‧알성시� 급제자� 수(국조문과방목 참고)

문과종류 선조-인조대 급제자 수(명)/시행 횟수(번) 평균 급제자 수(명)

정시 239/25 9.56

‘별시’* 635/38 16.71

알성시 173/22 7.86

* 특정 지방의 유생을 위한 ‘별시’나 정시는 제외하였다. <예> 광해6년(1614) 전주별시, 인조2년(1624) 공주정시, 인조5
년(1627) 강화정시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급제자 수는 ‘별시’보다 적었고 알성시보다 많았다. 이러한 급제자 수의 

경향은 효종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이상무, 2015). 

그러나 선조-인조대의 정시‧‘별시’‧알성시의 시행 횟수를 17세기 전후인 효종-숙종대와 비교하면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남을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 선조-인조대와 효종-숙종대 정시‧‘별시’‧알성시 시행 횟수(국조문과방목 참고)

문과종류
 총 시행 횟수(번)

선조-인조대(1567-1649) 효종-숙종대(1649-1720)

정시 25 20

‘별시’ 38 15

알성시 22 14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시‧‘별시’‧알성시의 시행 횟수는 선조-인조대는 ‘별시’가 가장 자

주 시행되고 알성시와 정시가 비슷한 정도로 시행되었지만, 효종-숙종대는 정시의 시행 횟수가 ‘별

시’나 알성시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속대전에 기록된 경사나 중시대거에 의한 문과정시는 

그 시기를 일찍 잡아도 선행 연구들이 보여주듯이 효종대부터이며, 선조-인조대 국가 경사에 의한 

과거는 증광시 외에 주로 ‘별시’로 시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시행 횟수가 늘었다고 해서 과시로서의 정시가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니었

다. 다만 과시로서의 정시는 선조대까지 주로 시행되다가(정지연, 2019), 광해군대 이후로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34) 이러한 변화는 광해군대부터 관‧학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제술 과시 시행

34) <선조-인조대 과시 정시 시행 사례>(승정원일기, 실록 참고)

시행 일자 시행 사유/상황 은사
선조7년(1574) 5월2일 1천5백명 입장, 삼정승과 제학이 문제를 냄 직부회시 1, 급분 15명
선조7년(1574) 9월27일 원점15점 이상 유생에게 응시하게 함 ·
선조9년(1576) 8월19일 유생정시 종이하사 3명
선조16년(1583) 9월16일 서총대에서 무신 시사(試射)와 더불어 실시 ·
선조17년(1584) 2월28일 인정전에서 유생들게 정시를 보임 수석 직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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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면서35) 굳이 정시로서의 과시를 시행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다만 광해군

-인조대에 간헐적으로 시행된 과시로서의 정시는, 선조대 이전보다 그 규모가 확대되는 특징을 보

인다. 특히 인조8년(1630) 9월 과시로서의 정시는 ‘별시’ 즈음에 시행하면서, 응시자 및 은사자 수, 

시험관 수가 확대되었다.36) 

선조-인조 연간 문과정시 시행의 증가, 과시로서의 정시 시행의 감소, 성균관의 다른 제술 과시의 

시행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해당 시기 정시는 문과의 하나로 제도화되었다. 그에 따라  효종대 이후

부터는 정시는 일반적으로 문과를 의미하게 되었다.

선조20년(1587) 3월26일 유생정시 춘추 하사 이하
선조22년(1589) 3월28일 인정전에서 문신정시와 유생정시를 같이 실시함 수석 직부전시
선조33년(1600) 2월19일 유생정시 ·
선조36년(1603) 8월27일 유생정시 ·
선조38년(1605) 5월7일 4월18일에 공일을 가려 유생정시 실시를 명함 ·
광해2년(1610) 10월16일 유생정시 수석 직부전시
광해4년(1612) 9월15일 서총대에서 무신 시사(試射)와 더불어 실시 ·
광해7년(1615) 5월20일 유생정시, 은사 발표는 윤8월11일임 직부전시 1, 급분 7명

인조3년(1625) 5월11일 유생정시, 숭정전에서 실시함, 독권관 7명임
직부전시 1, 직부회시4, 
급분4명

인조8년(1630) 9월6일
명나라 황태자책봉 기념 별시 즈음 실시, 시관은 독
권관7명, 대독관 10명임

직부전시1, 직부회시2, 
급분6명

35) 광해군일기[중초본] 광해 4년(1612) 1월 9일, ○以賜柑後製述科次 備忘記曰 傳曰 居首李生寅直赴會試 (之
次李敏求等乙卯年式年鄕‧漢城試 各給三分); 승정원일기 인조 1년(1623) 7월 8일, ○ 以七月七日輪次 傳于
□□曰 尹孝立直赴會試 柳碩給四分 洪希聖·李各給二分 許啓·李喆·黃㦿等 給紙十卷 筆五柄 墨五丁<竝出
故判書朴鼎賢家日記所謄朝報> 政院啓曰 禁府都事 以大臣意來言曰 知事金瑬·吳允謙 以病不來 今日不得爲
之之意 敢啓 傳曰 知道<禁府謄錄>; 인조 7년(1629) 1월 8일, ○ 成均館 正月初七日 儒生上旬輪次 居首三
上柳道三 直赴會試 之次三中三師傅尹善道 幼學尹敕·金鼎夏 各給二分 三下三生員尹衡志 進士李海昌·崔益 
各紙十卷·筆墨五柄賜給; 인조 9년(1631) 1월 9일, ○ 以成均館人日輪次單子 入啓 傳曰 居首三上進士石應璿
直赴會試 之次三上幼學金始蕃給三分 三中進士尹善道․生員李弘淵․進士李慶徽給二分 三下進士李應蓍․ 生員郭
應龜 各紙十卷·筆五柄·墨五笏·賜給 傳曰 提學命招書題書入 傳曰 成均館儒生柑子分給 以此題使之製述.

36) 승정원일기 인조 8년(1630) 7월 13일, ○ 禮曹啓曰 今此皇太子冊封別試 初場論賦具篇 終場策文一道 講經
五中自願一經 四書中抽栍一書 取粗以上分三所 各取二百人 初試八月二十八日 講經九月十八日 殿試同月三
十日 放榜十月初十日 啓; 인조실록 인조 8년(1630) 9월 1일, ○禮曹啓曰 備邊司印出 小學 二百件 待外
方擧子罷場後 試才頒給 曾已稟定 而外方儒生赴擧後 方留京城 請及其未散 設行庭試 上從之; 승정원일기
인조 8년(1630) 9월 5일, ○ 明日儒生庭試 讀卷官七 李廷龜·金尙容·洪瑞鳳·金尙憲·崔鳴吉·金大德·南以雄 對
讀官十 鄭廣成·睦長欽·李□·呂爾徵·辛啓榮·尹棨·朴漪·韓興一·李德洙·李惕然; 9월 7일, ○ 庭試科次 二上別提
李元鎭 二中生員吳添慶 三上前判官李重溟 三中進士李好讓․幼學李興祿 三下生員洪適·閔愚·申得洪·進士李溫 
入啓 傳曰 李元鎭直赴殿試 吳添慶·李重溟直赴會試 李好讓·李興祿給二分 洪適以下給一分<朴鼎賢家日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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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론

본고는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시행을 검토함으로써 그 제도화 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선조-인조대는 국방의 위기와 관련하여 문과정시가 빈번하게 실시되었다. 중종․명종대 각각 1번

씩 관‧학유생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문과정시는, 선조16년(1583)에는 이전과 달리 무과의 대거

로 실시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이나 광해군대, 정묘호란 시기에도 문과정시는 주로 무과의 대거를 이

유로 시행되었다.

문과정시는 무과의 대거 외에 ‘별시’나 알성시를 대체하여 시행되기도 하였다. ‘별시’는 2차의 시

험을 시행해야 해서 정시보다 시행 절차가 복잡했고, 알성시는 국왕의 문묘 알성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인조대는 인조15년(1637)과 인조16년(1638)에 알성시로 공지된 과거를 인조

의 환후로 인해 정시로 변경해 시행했는데, 이것은 기공지된 과거를 취소하지 않으면서도 문과 설행

의 편이성을 도모한 것이다. 

또한 인조대는 ‘별시’나 식년시 등 초시가 있는 과거를 위해 서울에 모인 유생들을 위로하기 위해, 

유생들이 과거를 희망하여 서울에 모일 때, 혹은 다른 과거의 파방으로 인해 상심한 유생들을 위로하

기 위해서 문과정시를 시행하곤 하였다. 선조-인조대 문과정시를 무과의 대거, 다른 과거의 대체, 유

생들의 위로를 목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문과정시가 다른 문과에 비하여 그 시행 절차가 간편했기 

때문이다. 

선조-인조대 문과정시는 또한 과시로서의 정시와 비교하여 일정이 일찍 결정되고 응시자도 확대됐

다. 과시로서의 정시는 응시자가 관‧학 유생으로 한정되었으므로 날짜가 미리 공지되지 않아도 상관없

었지만, 전국의 유생을 대상으로 하는 문과로서의 정시는 이들의 응시를 위해서 일찍 공지되어야만 

했다. 때문에 문과정시는, 다른 과거를 위해 서울에 모인 유생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설행하는 것이 아

닌 이상은, 무과 대거에 의한 것이든 경사에 의한 것이든 그 시행이 적어도 한 달여 전에 결정되었다. 

선조-인조대 문과정시의 급제자 수는 때에 따라 달랐지만, 그 전체 선발 인원은 ‘별시’에 비하여 

적었고 이러한 경향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시행 횟수의 경우 선조-인조대는 ‘별시’가 정시보다 자

주 시행되었지만, 효종대 이후로는 문과정시의 간편성으로 인하여 ‘별시’나 알성시보다 정시가 자주 

시행되게 된다. 이러한 문과정시 시행의 증가는 선조-인조대 문과정시가 제도화됨으로써 가능한 일

이었다. 정시는 선조-인조대의 시행을 통하여 과시에서 과거로 제도화되었고 그 결과 과거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다. 



선조-인조대� 문과정시� 제도화� 과정� 연구� � 919

各司謄錄83[科擧謄錄], 國朝文科榜目, 經國大典, 科擧事目, 

大典會通, 續大典,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增補文獻備考

김경용(2012). 역주 과거사목 연구. 교육사학연구,� 22(2), 149-174.

김경용(2013). 역주 과거사목(신과거사목) 연구. 교육사학연구,� 23(1), 1-20.

박현순(2009). 17세기 科擧 관리의 정비 - 응시자 증가와 관련하여, 조선시대사학보,�43, 135-173.

박현순(2012).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3-37.

박현순(2014). 조선 후기의 과거. 서울: 소명출판.

송만오(2012). 조선시대 非定期 文科의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검토(1) - 別試, 庭試, 謁聖試의 내용

을 중심으로. 鄕⼟서울,� 82, 53-96.

원창애, 박현순, 송만오, 심승구, 이남희, 정해은(2014). 조선�시대�과거�제도�사전. 성남: 한국학중앙

연구원 출판부.

이상무(2013). 17-18세기 지방유생의 과거응시 여건에 대한 재론:『과거등록(科擧謄錄)』의 내용

을 중심으로. 교육사학연구,� 23(1), 85-114.

이상무(2015). 인조-숙종대 별시 운영과 성균관 교육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이원재(2009). 조선전기 과거제에서의 일경(一經) 부과 논의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사학,� 31(2). 

100-119.

정지연(2019). 중종‧명종대 문과정시 시행 연구. 교육사상연구,� 33(2), 183-203.

최광만(2013). 조선전기 과시의 신설과정. 교육사학연구,� 23(2), 227-258.

*� 논문접수� 2019년� 8월� 4일� /� 1차� 심사� 2019년� 9월� 7일� /� 게재승인� 2019년� 9월� 19일�

*�정지연:�서울교육대학교를�졸업하고,�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교육학과에서�석사학위를�취득하였으며,�서울대학교에서�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난곡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 E-mail:� jysuie@gmail.com

참고문헌



920� � 아시아교육연구� 20권� 3호

Abstract

 

A�Study�on�the�Institutionalization�of�Munkwa(⽂科)�Jeongsi(庭試)�

during�King�Seonjo's�Reign�through�King�Injo's�Reign(1567-1649)
37)

Cheong,� Jiyeon*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s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nkwa(文科) 

Jeongsi(庭試) by investigating its process of the conduct during King Seonjo's reign through King 

Injo's reign(1567-1649).

Munkwa Jeongsi was frequently implemented during King Seonjo's reign through King Injo's 

reign and became a confirmed type of Munkwa. The reasons for its implementation were the 

simultaneous operation with MuKwa(武科), the substitution of the other Munkwa, and the 

consolation of the candidates.

The schedule of Munkwa Jeongsi was announced earlier for the candidate of all countries 

than Guasi(課試) Jeongsi, the test for encouraging students studying at Gwan‧Hak(館‧學, 

Seonggyungwan(成均館) and its four-affiliated schools(四學)). The number of successful 

candidates who passed the Munkwa Jeongsi was fewer than that of Munkwa Byeolsi(別試). This 

tendency continued even after King Injo's reign. 

After King Injo's reign, the frequency of the implementation of Munkwa Jeongsi became much 

more than that of Munkwa Byeolsi. This was because its process was simpler than the other 

Munkwa, and its status as Munkwa became confirmed during King Seonjo's reign through King 

Injo's reign.

Key words: Munkwa(文科), Jeongsi(庭試), Guasi(課試), King Seonjo(宣祖), 

King Kwanghaegun(光海君), King Injo(仁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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