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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조선전기부터 『경국대전』정착시기까지 십학(十學)이라는 관리 계속교육 제도가 설치되고 정

착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선은 태종 대부터 십학(十學)이라 하여 전문 분야를 열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및 생도들을 교육하는 제도를 설치하였다. 십학에서는 현직관리들을 교육하면서 정기적으로 평

가하였고, 그 결과를 이들의 승진에 반영하였다. 십학의 운영 방식은 각 학문 영역별로 관련 관청에 교육담당관

인 제조와 참좌관 등을 두어 교육을 주관하게 하는 형태였다. 십학 제조들의 주관하에 분기별로 1회씩 취재가 

실시되었으며, 취재 시의 성적에 따라 승진이 이루어지는 역량 선발 원칙이 적용되었다.

십학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은 두 가지였다. 우선 십학의 하나였던 유학(儒學)의 취재 절차에 대한 

반발이 나타났다. 그 이유는 유학 분야의 경우 관련 관청인 삼관(三館)에 별도로 독자적인 관리교육과 평가 제도

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논란은 십학 취재가 표방하고 있는 역량 위주 선발 원칙에 대한 반발이었

다. 이 원칙에 대하여 구임관(久任官)의 우대와 직무의 성실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역량과 함께 

재직기간이나 근무태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취재 방식이 수정되었다. 십학의 존재는 조선정부가 초기부터 관리

들의 자질을 높이고 일정 수준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십학, 취재, 관리교육, 계속교육, 전문교육

1. 서론

조선에서 리(官吏)는 국가 정책 결정의 주축이자, 사회 문화를 주도하는 이들이었다. 리의 

직책은 원칙 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었고1), 특정 분야에 해 문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조선 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1) 

 ** 조선 학교 교수 2) 

 1) 조선시 의 경우 문음(門蔭)이라 하여 고  직자의 장자(長子)가 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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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科擧)라는 선발제도를 통해 검증받아야만 진출할 수 있는 지 다. 덧붙여 리들의 문

 자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차원의 요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2) 이 연구는 조선  운 된 

십학이라는 교육제도를 통해 당시 리교육의 실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 의 십

학 체제는 이후의 리교육 제도에 일정한 향을 미치고 있다는 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국 직후 조선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리를 선발하기 해 리 과거제도의 개 을 실시

하 다. 태조의 즉 교서에도 언 되어 있듯이, 조선에서는 문과(文科)만이 아니라 무과(武科) 

 잡과를 정기 으로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충원하려 하 다. 조선  문과 시험의 

강경제술 시비3) 역시 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과 선발 방식에 한 고민을 변해 주는 이다. 

그러나 우수 리 확보를 해서는 엄격한 리 선발 못지 않게, 이미 선발된 리의 역량을 

높이고 유지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 다. 조선 정부는 직 리의 계속교육에 심을 가지고 있

었으며 이를 한 제도 확충을 개국 부터 시작하 다. 십학(十學)4)이라 불리던 교육제도는 습

독  제도와 함께 리의 계속교육에서 핵심  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조선시 의 리들을 양성하는 교육 체제에 한 연구는 지 않게 존재하고 있다. 우선 조선

의 성균 이나 향교, 사부학당에 한 연구들은 체로 리 양성 과정에 한 연구로 볼 수 있

다. 한편 유학 분야이외의 리 양성이나 교육에 해서는 상 으로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각 학문 역별로 학문사  맥락에서 조선시  각 학문 분야를 검토한 연구는 

있으나, 리교육 체제라는 에서 근하지는 않고 있다. 를 들면 수학사(數學史) 분야에서

는 조선시 의 산학(算學)에 해 다루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들의 심은 해당 분

야의 학문사  변천에 한정되어 있어, 리교육이라는 제도  측면을 충분히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 조선시  리교육과 련한 기존의 논의는 양사(養士)에 집 되어 논의되어 왔는데, 이

것만으로는 조선시  리교육의 실체를 충분하게 규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리교육이라 

하면 체로 양사라고 하여 아직 리가 되지 않은 리 후보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다. 그러나 문음의 경우도 나이 18세가 된 다음에 어떤 경서나 한 가지로써 시험을 쳐서 기본 뜻을 통

해야만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태종실록』권30, 15장) 한 문음으로 출사하더라도, 조나 부의 

직을 그 로 물려받는 것이 아니었다. 한 과거제도의 세습  역할에 한 가장 강력한 비 은 김경용

의 과거제도와 한국근 교육의 재인식이다. 그는 여기에서 과거제도 자체가 양반 계층에게만 허용된 것이

라는 것에 해 비 함으로써 결과 으로 리 진출의 세습성에 한 믿음도 논 하고 있다.

 2) 조선 기 이후 실시된 각 분야 무경습독 , 이문습독  제도가 그 표  이다.

 3) 강경제술 시비의 쟁 과 내용에 해서는 박연호, 박종배의 논문 참조. 박연호(1992), 조선 기 교육의 목

표와 講製是非, 교육사학연구, 4집, 교육사학회; 박종배(1996), 朝鮮前期 儒學敎育에서의 文學의 地位, 교육

사학연구 6-7집, 교육사학회;

 4) 이 에서 언 하는 십학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각 문 학문 분야를 통 하는 지칭하며, 다

른 하나는 문 학문 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를 들면 율학은 법률을 다루는 학문분

야의 명칭이면서도 한 법률을 교육하는 기 이나 조직의 명칭으로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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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표 으로 와타나베 마나부(渡部學, 2010, 41-44)는 『증보문헌비고』 「학교고」의 체계

를 근거로 양사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 선발에 해당하는 취사의 구조를 제시하 다.5) 그에 따라 

한국의 교육 체제는 삼국시  이래 인재양성인 양사와 인재등용인 취사로 양분되어 논의되어 

왔다. 양사는 학교교육, 취사는 과거제도라는 도식은 통시 의 교육체제를 보여주는 요한 

틀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양사-취사의 도식은 리로서 출사(出仕)한 이후에 리들이 경험한 교

육과 학습에 해서는 의미 있는 시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자는 출사 이후의 리교육을 십학이라는 제도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조

선은 무경습독 , 의학습독 , 사가독서 제도6) 등과 같이 직 리들을 강습(講習)하게 하는 

다양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었다. 십학은 이들 제도와 더불어 리를 상으로 한 계속교육의 한 

축에 해당한다. 

이 에서는 십학(十學)이라 불리던 조선의 리 교육 체제가 어떻게 형성되고 정착되었는지 

탐구하고자 한다. 조선시  리교육이 정착되는 기 시 에 주목하여, 이후 개되는 리교

육의 변천을 이해하는 출발 으로 삼고자 한다. 태조 이후부터 세조 를 후하여 『경국 』

이라는 법에 근거한 제도가 확립되는 시기까지 리교육의 변화를 추 한다. 이것이 정책  논

의의 과정을 추 하는 것인 만큼, 당시 국왕과 리들의 정책 논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과 이 

시기 정립된 조선의 법 인 『경국 』의 조항을 검토하 다. 

Ⅱ. 조선 초 십학 체제의 형성

조선에서는 고려이래 과거(過擧)라는 국가가 주 하는 등용시험 제도를 통해 리를 선발하

다. 그러나 선발 제도만으로 우수한 리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선발 체제는 선발

상자를 양성하는 체제가 확립되어 있을 때 실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조선에서 앙에는 성

균 (成均館)을, 지방에는 향교(鄕校)를 리 보 하여 리 후보자들의 양성을 해 노력하

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직 리들을 분야별로 교육하는 제도를 확충하 다. 그 표 인 것이 

태종 6년(1406년)에 설치된 십학(十學)이었다. 이 장에서는 육학(六學)이라는 양사 주의 교육

기 에서 발 하여, 십학이 리의 계속교육을 담당하게 되는 과정과, 운 방식의 변천, 십학의 

교육과정, 십학 련 기 을 검토한다. 

 5) 渡部學 , 교육사학회 역(2010), 와타나베의 한국교육사, 문음사, 41-44.

 6) 이 주제들에 련된 연구로는 김 권(1999), 조선시  武經독서에 한 연구. 서지학연구, 17. pp.209-236, 

박선미(1995), 조선 기 의학교육 강화책의 내용. 한국교육사학, 17. pp.39-61., 서범종(2003), 조선시  사가

독서제의 교육  성격, 한국교육학연구, 9권 2호, 5-30. 정다함(2004), 조선 기 습독  제도의 운 과 그 

실태, 진단학보 96집, pp.33-71.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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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 말과 개국 초의 관리교육 체제

한국에서 리교육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삼국시 부터 이미 어떤 형태이든 리를 양

성하고 교육하는 일이 이루어져 왔다. 신라의 화랑도는 교육기능과 함께 인재 선발의 기능을 수

행하 으며, 통일신라  고려의 교육기 인 국학(國學)과 국자감(國子監)은 리 양성 기능을 

수행하 다. 특히 고려시 에는 국자감을 통해 유학 이외에도 다양한 문 역에 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려의 국자감에서는 유학 외에 율학, 서학, 산학이라는 문 교육도 실시하 다. 

한 리 선발 시험인 과거 시험 내에도 잡과라 하여 의복(醫卜－의학과 복학), 지리(地理), 율

학, 서학, 산학 등 다양한 문 역의 리를 선발하 다. 특히 잡과의 선발 역 에 국자감에

서 교육하던 율서산 외의 의복, 지리 등의 분야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국자감에서 교육하지는 

않더라도 이 분야의 교육이 국가 차원에서 제공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다.

이런 리교육 체제는 조선 개국을 후하여 보다 체계화되고 있다. 고려 최후의 임 인 공양

왕 1년(1389년)에 십학(十學)이 설치되었다. 이 때는 이미 조선의 개국세력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시기인 만큼, 이들이 이미 문 분야의 리들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

음을 알 수 있다.

십학(十學): 공양왕 원년에 십학 교수 (敎授官)을 두고 다음과 같이 나 어 소속시키게 하 다. 

즉 학(禮學)은 성균 (成均館)에, 악학(樂學)은 의시(典 寺)에, 병학(兵學)은 군후소(軍候所)

에, 율학(律學)은 법시(典法寺)에, 자학(字學)은 교시(典校寺)에, 의학(醫學)은 의시(典醫寺)

에, 풍수음양학(風水陰陽學)등은 서운 (書雲觀)에, 이학(吏學)은 사역원(司譯院)에 각각 속하게 

하 다.7)

고려 말의 십학은 학(禮學), 악학(樂學), 병학(兵學), 율학(律學), 자학(字學), 의학(醫學), 풍수

음양학(風水陰陽學), 이학(吏學)8)으로 구성되어 있다.9) 고려말의 십학은 고려의 리교육 역

인 유학, 율학, 서학, 산학, 의학, 복학, 지리학에 학(禮學), 악학(樂學), 병학(兵學), 이학(吏學)이 

추가된 것이다. 공양왕 의 십학은 각 역의 교육담당 인 교수 을 성균 을 비롯한 의시

(典儀寺), 군후소(軍候所), 법시(典法寺), 교시(典校寺), 의시(典醫寺), 서운 (書雲觀), 사역

원(司譯院) 등 담당 청에 배정하는 형태의 조치 다. 이는 행정 실무 부서에 교육담당 을 배

 7)『고려사』제77권 지 제31 백 2 제사도감과 각색

 8) 이학은 이문(吏文)이라는 국의 용 공문서에 사용되던 한문체를 의미한다. 이문은 국의 속어를 섞어

서 쓴 순한문으로 국과의 외교문서에 사용되었다. 정승혜(2001), 이학지남에 하여, 서지학보 25, p.79 

참조.

 9) 주의 깊게 보면 십학이지만 실제로 언 된 역은 8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2학이 무엇인지가 건인데, 

아마도 풍수음양학 “등”은 서운 에 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풍수음양학 등이란 천문학, 풍수학, 

음양학의 3학을 가리키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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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공양왕  실무 부서에 교육담당 을 배정한 의도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무부서에 소속된 기존 리들을 교육하여 이들의 역량을 높이려는 목 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조선 개국 후에도 리를 선발하고 교육하는 것에 한 심은 지속되었다. 태조 1년 9월 도

평의사사에서는 국가 운 에 필요한 리의 자질을 지정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해당하는 인재들

을 각 도(道)에서 조정에 천거토록 하여 이들을 탁용에 비하게 하자(敦遣于朝, 以備擢用)는 의

견을 모았다. 

 

각 도에서 1)경의(經義)에 밝고 행실을 닦아서 도덕을 겸비(兼備)하여 사범(師範)이 될 만한 사람

과, 2)식견이 시무(時務)에 통달하고 재주가 경제(經濟)에 합하여 사공(事功)을 세울 만한 사람과, 3)

문장에 익고 필찰(筆札)을 공하여 문한(文翰)의 임무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4)형률과 산수(算數)에 

정통하고 행정(行政)에 통달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책을 맡길 만한 사람과, 5)모계( 計)는 도략

(韜略)에 깊고 용맹은 삼군(三軍)에 으뜸가서 장수가 될 만한 사람과, 6)활쏘기와 말타기에 익숙하고 

술(棒術)과 석척(石擲)에 능하여 군무(軍務)를 담당할 만한 사람과, 7)천문·지리·복서(卜筮)·의약(醫

藥) 등 혹 한 가지라도 기 (技藝)를 공한 사람을 자세하게 방문하고 재 하여 조정에 보내어서, 

발탁 등용하는 데 비하게 함(敦遣于朝, 以備擢用)10)( 호안 숫자는 연구자)

여기에서는 리의 자질을 크게 7개 역으로 구분하고, 이런 자질을 가진 이들을 지방 에게 

천거하도록 하 다.11) 이 7개 역의 인재상을 보면, 1)은 유학  교양을 충실히 갖추고 있고 

덕성을 갖추어 백성들의 사범(師範)이 될 만한 자이다. 이 사범이 될 만하다는 것은 리가 백성

들에게 도덕  모범을 보이며 유학  가치를 실천하는 스승의 역할을 하기에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는 국가 정책 결정과 수행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의미한다. 3)은 문학

 소양을 요구한 것으로 고려 이래 제술 시의 통에 따른 것이었다. 이 1), 2), 3)은 주로 유

학(儒學)을 공하는 문신(文臣)의 자질에 해당한다. 이어지는 4)는 법률과 산술 등 실무행정에 

필수 인 역량을 요구한 것으로서 율학과 산학 분야의 역량이며, 5)와 6)은 무학(武學)에 해당한

다. 마지막으로 7)은 천문·지리·복서(卜筮)·의약(醫藥) 등으로서 풍수음양학, 복학, 의학에 해당

한다. 이 도평의사사의 제안은 조선  지배층이 시했던 리 문 역량의 범 를 보여 다. 

이듬해 태조는 육학을 설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앞에서 언 된 문 역들이 포함되어 있

다. 태조 2년(1393년)에 설치된 육학(六學)에는 병학(兵學), 율학(律學), 자학(字學), 역학(譯學), 

의학(醫學), 산학(算學)이 포함되어 있다.12) 이 육학의 교육 상은 양가(良家)의 자제(子弟)들로 

10)『태조실록』권2, 1년 9月 24日(임인)

11)『태종실록』권16, 8년 11월 16일 기록에 따르면 이 부분이 『경제육 』 천거법으로 언 되고 있다. 즉 

이 도평의사사의 제안은 리 자질을 규정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런 이들을 각 도에서 조정에 천거하도록 

한 천거 조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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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육학은 양가자제를 상으로 리로서 출사할 비를 시키는 양사

기 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육학이 양가 자제를 상으로 리가 될 비를 시키는 양

사(養士) 기 으로서의 성격을 띤다면, 이후 설치된 십학은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게 된다. 즉 십

학은 육학의 양사 기능을 포함하면서, 과거에 합격하여 직에 진출한 이들을 교육하는 리

상의 계속교육에 을 맞추게 된다. 

2. 십학 운영 체제의 변천

조선 기의 리 교육 체제는 태종 에 들어오면서 보다 확 되고 체계화되었다. 태종은 십

학(十學)이라 하여 리 교육  역을 통 하는 교육제도를 구축하려 하 다. 태종 6년(1406

년), 십학이라 하여 리교육 역을 유학(儒學), 무학(武學), 이학(吏學), 역학(譯學), 음양풍수학

(陰陽風水學), 의학(醫學), 자학(字學), 율학(律學), 산학(算學), 악학(樂學)으로 구분하 다.13) 

한 십학의 각 역별로 교육책임자인 제조 (提調官)을 지정하 고, 이 제조 들이 사 월(四仲
月: 음력 2월, 5월, 8월, 11월)에 직 리들을 조(禮曺)로 불러 모아 시험쳐서 평가하도록 하

다. 그리고 이 게 평가한 성 을 승진에 반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14) 사 월에 실시된 이 

정기시험은 취재(取才)15)라는 명칭으로 불렸다. 이 십학 취재의 상은 다음과 같다. 

 유학(儒學)은 임(見任) 삼 (三館)의 7품 이하만으로 시험하게 하고, 나머지 구학(九學)은 시산

(時散)16)을 물론하고 4품 이하부터 4 월(仲月)에 고시( 試)하게 하여 그 고하(高下)를 정해 출척(黜

陟)의 빙거(憑據)를 삼게 하 다.17)

십학  유학(儒學)의 경우는 삼  즉 문 (藝文館), 성균 (成均館), 교서 (校書館)의 7품 

이하의 직자가 평가 상이 되었고, 나머지 구학(九學)은 각 분야 4품 이하의 직자가 평가 

상이었다. 삼 의 7품 이하 직자는 문과시험 합격 직후 삼 에 분 (分館)된 이들로서 직

에 출사한지 얼마 안 된 리들이었다. 한편 구학 평가 상은 4품 이하의 직자로서, 각 분야에

서 실제로 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십학의 교육 상과 평가 상이 

유학 분야는 출사한지 얼마 안 된 신임 리 원(全員), 그리고 나머지 구학은 4품 이하의 실무 

12)『태조실록』권4, 2년 10월 27일(기해)

13)『태종실록』권12, 6년 11월 15일(신미)

14)『태종실록』권12, 6년 11월 15일(신미)

15) 십학에서 주 한 취재는 『경국 』이 (吏典)의 토 직(지방수령, 지방교  등) 취재와는 다르다는 

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후술하겠지만, 십학 취재는 『경국 』체제로 보면 (禮典) 취재 조항에 

언 된 조 취재에 해당한다.  

16) 시 (時官)은 임 리를, 산 (散官)은 품계(品階)만 있고 실직(實職)이 없는 리를 의미한다.

17)『태종실록』권12, 6년 11월 15일(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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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자임을 알 수 있다. 십학 취재는 신임  실무 리들에게 출사 이후에도 지속  연찬과 강

습을 유도하기 해 기획되었던 것이다.

한편 십학 취재의 운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십학 취재를 통해 리들을 평가하는 

시기가 처음에는 4 월이었고, 조에서 십학의 시험을 총 하 다. 그러나 조에서 단독으로 

십학 취재를 시행함에 따라 시험기간이 한 달이 넘기고 장기화되는 것과, 사 월인 5월과 11월

이 도목 즉 리 인사 발령시기인 6월과 12월에 무 가까워 인사 고과에 반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 되었다. 이에 따라 태종 14년부터는 십학 취재 시험을 조 이외에 병

조, 형조, 호조 등에서도 분담하게 하 고, 시험 시기도 사맹월인 1월, 4월, 7월, 10월로 변경하

여18) 도목(都目)에 반 하는데 용이하게 하 다. 이에 따라 십학은 직 리들을 교육하는 역할

과, 직 리들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십학 취재를 통한 평가 결과는 

직 리의 승진에 반 되었다. 

한 십학 운 을 한 교육 담당자 지정도 이루어졌다. 십학이 처음 설치된 태종 6년에는 

각 학에 담당 제조가 1명씩만 임명되었던 듯하다. 그러다가 6년 뒤 태종 12년(1412년)에는 십학 

제조의 수를 더욱 늘리게 된다.19) 이때 십학 제조의 수가 각 학마다 2명 이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기록인 세종 5년(1423년) 십학 실안제조 황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학 도제조(諸學都提調) 1명, 이학제조(吏學提調) 2명, 유학제조(儒學提調) 2명, 무학 제조(武學提

調) 3명, 역학제조(譯學提調) 2명, 자학제조(字學提調) 2명, 의학 제조(醫學提調) 2명, 풍수학제조(風

水學提調) 2명, 악학제조( 學提調) 2명, 산학제조(算學提調) 2명, 율학실안제조(律學實案提調) 1명20)

십학에 련된 제조 황을 보면, 십학을 총 하는 제학도제조가 1명이며, 총 10개 분야에 

역별로 2명 이상의 제조를 지정하고 있다. 제학도제조를 포함하면 총 21명이 십학 교육에 련

을 맺고 있는 것이다.

태종 12년(1412년)에 각 학 제조의 수를 늘린 이유는 십학에서 실시하는 취재 기능의 강화를 

한 것이었다.

십학(十學)에서 취재(取才)하는 법을 세운 지는 이미 오래 되었으나, 아직 실효가 없으니, 바라건

, 각 학(學)에서 통(通)한 것의 다소(多 )를 요량하여 분수(分數)를 더 하고, 동등한 자는 근무한 

일수의 다소를 겸용하여 등차(等差)를 정하되, 개사(開寫)하여 갖추어 기록해 올려 탁용(擢用)에 

비함으로써 후학(後學)을 권려(勸勵)하게 하소서. 임 이 그 로 따라 제조를 더 두었다.21)

18)『태종실록』권31, 16년 3월 29일(신유) 

19)『태종실록』권24, 12년 10월 17일(기사) 加置十學提調

20)『세종실록』권19, 5년 3월 24일(을사)

21)『태종실록』권24, 12년 10월 17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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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학의 제조를 늘린 것에 이어, 십학 교육과 취재 실무를 담당할 이들을 추가로 배치하 다. 

세종 즉 년 조에서는 당시 십학 제조 이 고 직(大臣)이어서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기 부

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십학 운 을 한 실무 인원의 추가 배치를 요청하 다.   

국가에서 십학(十學)을 설치하고 매양 사맹월(四孟月)을 당하면, 인재(人才)를 뽑아, 그 높고 낮은 

등 을 매겨 상세히 기록하여, 탁용(擢用)에 비하니, 후학을 권려(勸勵)함이 갖추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매 학(學)마다 다만 제조(提調)만 있고 참좌 (參佐官)이 없어서 신(大臣)이 친히 문

서(文書)를 잡고 있으니, 타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구나 악학( 學)·의학(醫學)·음양(陰陽)·풍수

(風水) 등 학문은 평소에 가르치지도 않다가 임시하여서 고강( 講)하게 되니, 인재(人材)를 뽑는 뜻

에 어 남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유학(儒學) 외의 각기 공하는 학업에 정통한 자로서 3품 이하 

6품 이상의 두 사람씩을 가려서 제거(提擧)·별좌(別坐)라 일컫고, 제조(提調)와 함께 상시로 가르치

다가22) 사맹월을 당하면, 함께 고시를 보게 할 것이며, 유학은 문 (藝文館)의 직제학(直提學)과 

직 (直館)으로 참좌(參佐)를 삼아, 일동이 인재를 시험하여 뽑도록 하시옵소서.23)

조에서는 십학의 제조가 고  직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각 학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았다. 특히 십학의 다른 분야는 교육한 후 평가하고 있지만, 악학(樂學)·의학

(醫學)·음양(陰陽)·풍수(風水)은 교육하지도 않고 평가만 하는 문제도 언 하면서 제조를 보좌하

는 참좌 을 두어 각 학의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게 할 것을 제안하 다. 이에 세종은 십학 제조

을 보좌하는 실무자로서 참좌 (參佐官)으로 제거(提擧)·별좌(別坐)를 두기로 결정하 다.24) 

이에 따라 십학 운 자가 각 학별로 제조 2명, 제거 1명, 별좌 1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세종 

즉 년의 이 십학 담당자 추가 배정은 십학의 교육과 평가 기능을 내실화한 조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십학의 기본 취지가 직 리의 교육과 평가에 있었지만, 동시에 리로 출사할 비를 하는 

이들의 교육도 함께 할하 다. 즉 십학의 제조들이 각 분야 생도(生徒)들의 교육과 평가 역시 

담당하 다. 잡학(雜學) 분야의 담당 제조가 잡과 1차 시험을 주 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이를 

보여 다.25) 태종 17년(1417년), 잡학(雜學) 분야의 경우 담당 제조가 각 학에서 원들과 공동으

로 소속된 이들의 재주를 시험하여 잡과 최종 선발 정원의 두 배수를 선발하도록 하는 과거시험 

규정이 제정되었다.

22) “擇其精明所業 三品以下六品以上二人, 稱提擧別坐, 提調一同常時敎訓”

23)『세종실록』권2, 즉 년 12월 17일(임진) 

24)『세종실록』권2, 즉 년 12월 17일(임진)

25) 각 학의 제조가 잡과 선발 인원의 배수를 선발하는 이 차가 정식 잡과의 시인지 아니면 일종의 비

시험인지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연구자가 보기에 본액(합격 정원)의 배수를 선발하는 규모라면 비

시험이라기보다는 잡과 시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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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과(雜科)의 기 [藝]는 정 하게 가리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각 학(學)의 제조(提調)로 

하여  본사(本司)로 나아가 원(官員)들과 함께 재주를 시험하여 부거(赴擧)할 만한 자는 선발정원

(本額)의 배(倍)를 뽑아 조(禮曹)에 보(傳報)하여야 부시(赴試)하게 하되, 역과(譯科)에 나가는 자

가 일본(日本) 문자(文字)를 겸하여 통하면 그 분수(分數)를 더하고, 일본 문자만 통하면 단지 사맹

월(四孟月)에 제학(諸學)에서 취재(取才)할 때, 아울러 시험하여 서용(敍用)하게 하소서.26)

이는 잡학 분야의 경우 담당 제조가 과거 1차 시험( 시)의 선발 권한을 갖게 된 것으로서, 

제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십학에서는 해당 분야의 생도를 교육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 잡과의 1차 시험을 주

하고, 직 리들의 계속교육  이들에 한 평가를 담당했다. 잡학 생도들은 십학에 소속되

어 교육을 받은 후, 십학 주 의 1차 시험을 거쳐 잡과에 응시하 다. 한편 과거에 합격하여 

직에 나간 뒤에도 십학이 설치된 청에서 강습을 계속하고 정기 으로 이루어지는 십학 취재

에 응시하 다. 이 십학 취재 성 은 이들의 승진을 결정하는 요한 기 이었다. 이런 단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생도: 십학 생도로 선발27) - 십학에서 교육을 이수 - 십학에서 시 응시-과거 합격- 직 

임용 - 십학 취재 - 승진

◎ 직 리: 과거 합격 - 직 임용28) - 십학 교육 이수 - 십학 취재 응시- 승진

세조 에 어들면서 십학의 운  체제는 변화를 맞게 된다. 세조 8년에 십학  자학·음양

학·역학·이학·무학의 제조와 별좌가 폐지되면서 교육업무를 해당 부서 당상 이 감독하도록 변

경되었던 것이다.29) 

이제 제사(諸司)에서 장하는 바를 상고하건 , 교서 (校書館)은 자학(字學), 의감(典醫監)은 

의학(醫學), 서운 (書雲觀)은 음양학(陰陽學), 사역원(司譯院)은 역학(譯學), 승문원(承文院)은 이학

(吏學), 병조(兵曹)는 무학(武學)으로, 각기 유사(有司)가 있는데도 따로 제학 제조(諸學提調)·별좌(別

坐)·훈도(訓 )를 두는 것은 미편(未便)하니, 청컨  모두 (罷)하고 제사(諸司)의 당상( 上)으로 하

여  제조·별좌·훈도 등을 규찰(糾察)하게 하되, 다만 산학별좌(算學別坐)는 회계( 計)를 오로지 

26)『태종실록』권33, 17년 윤5월 14일(기사)

27) 제학 생도의 선발 기 에 해서는 이 연구의 범 를 넘어서는 만큼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28) 과거에 합격한 이들은 성 에 따라 7품에서 9품까지의 직을 받고 각 분야별로 해당 주무 청에 배정

되었다.『경국 』 의 제과 조와 병 의 무과 조를 보면 문과합격자는 문 , 성균 , 교서  등 

삼 에, 무과합격자는 훈련원에 주로 배정되었다. 이들 기 들은 모두 십학 련 기 들이다.

29)『세조실록』권28, 8년 3월 21일(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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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管掌)하므로 소임이 매우 (重)하니, 아울러 제조(提調)도 (罷)하지 말고, 자학(字學)은 교서  

별좌(校書館別坐) 의 1원(員)과 문신(文臣)에서 자학에 통달한 자를 가려서 임명하고, 서운 (書雲

觀)은 본래 제조가 없으니 음양학제조(陰陽學提調)로 개칭(改稱)하여 아울러 다스리게 하소서.30)

이에 자학, 의학, 음양학, 역학, 이학, 무학 등의 제조와 별좌 훈도를 폐지하고 각 아의 책임

자인 당상 이 평가하도록 하 다. 이는 한 청 안에 교육 담당자를 따로 배치하던 방식을 폐지

하고, 청의 실무책임자에게 교육활동까지 겸하게 한 조치 다.

이처럼 십학 체제가 세종 , 세조 를 거치며 약간의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경국 』

에도 여 히 십학 체제의 근간(根幹)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경국

』 (禮典)의 취재 규정이다.31) 『경국 』 의 취재 조는 취재 시험 개 , 유학과 무

학을 제외한 각 학의 평가 과목, 취재 상자  취재 불허자, 동 자 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취재조의 첫 번째 조항은 취재 시기와 주 자를 규정하고 있다.

제학:  각 계 의 첫 달에 본조(禮曺)에서 제조와 함께 취재시험을 실시하는데, 제조가 없는 곳에

서는 해당 조의 당상 과 함께 취재시험을 실시한다.

여기서 ‘각 계 의 첫 달’은 십학 취재가 사 월에서 사맹월로 변경된 것을 반 한 것이다. 

제조는 제학 제조를 의미한다. 특히 제조가 없다는 것은 세조 8년에 십학  자학·음양학·역학·

이학·무학의 제조가 폐지되고 해당 부서의 당상 이 취재시험을 주 하도록32) 변경한 조치와 

상통하는 규정이다. 

『경국 』에 언 된 조 취재가 직 리를 상으로 평가라는 은 이 취재 조항에 “3

개월 내에 출근일수가 50일이 차지 않는 사람, 1년 내에 이유 없이 30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람, 

재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은 모두 시험을 보지 않게 한다”는 조항과 “6개월 내에 만 15일간 

병을 앓은 사람, 업 평정에서 하등을 맞은 사람은 모두 시험을 보게 하지 않다”는 조항, “ 수

가 같으면 출근일수가 많은 사람을 취한다.”는 조항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들은 공

30)『세조실록』권28, 8년 3월 21일(병진) : 今 諸司所掌, 校書館則字學, 典醫監則醫學, 書雲觀則陰陽學, 司譯

院則譯學, 承文院則吏學, 兵曹則武學, 各有司存而別置諸學提調、別坐、訓 未便, 請皆罷之, 令諸司 上, 提

調、別坐、訓 等糾察

31) 『경국 』에는 취재라는 표 이 들어간 조문이 이 (吏典)과 (禮典), 병 (兵典)에 각각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이 의 취재 조항은 십학에 소속된 직 리의 승진과는 무 한 규정이다. 이  취재 

조항은 지방수령, 지방교 , 역승, 문음 자제, 녹사 등의 선발 규정으로서 임용규정이다. 를 들어 이  

취재 조에서 지방교 의 경우는 “40세 이상 된 사람을 상으로 시험을 치른다. 문과 복시에서 강에 통과

된 사람은 시험 없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에서 다루는 십학 취재는 이조의 토 직 취

재와 같은 임용 규정이 아니라 직 리를 상으로 부과하는 승진 시험의 상을 가진다. 십학 취재는 

조 취재의 형태로 『경국 』 의 취재 조항에 고스란히 반 되어 있다. 

32)『세조실록』권28, 8년 3월 21일(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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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영역 세종대 상정소 규정35) 『경국대전』 예전 취재 규정

유학(儒學)
오경(五經)·『사서(四書)』·『통감(通

鑑)』·『송감(宋鑑)』

무학(武學)

무경칠서(武經七書)·『진도(陣圖)』·『장

감박의(將鑑博義)』·『태일산(太一算)』

*무경칠서는 중국의 병법서『손자(孫子

)』·『오자(吳子)』·『사마법(司馬法

)』·『위료자(尉繚子)』·『황석공삼략(黃

石公三略)』·『육도(六韜)』·『이위공문

대(李衛公問對)』를 가리킨다.

한이학

(漢吏學)

『서경(書經)』·『시경(詩經)』·『사서

(四書)』·『노재대학(魯齋大學)』·『직해

소학(直解小學)』·『성재효경(成齋孝經

)』·『소미통감(小微通鑑)』·『전후한이

학지남(前後漢吏學指南)』·『충의직언(忠

義直言)』·『동자습대원통제(童子習大元

通制)』·『지정조격(至正條格)』·『어제

대고(御製大誥)』·『박통사(朴通事)』·

『노걸대(老乞大)』·『사대문서(事大文

書)』·『등록제술(謄錄製述)』·『주본(奏

本)』·『계본(啓本)』·『자문(咨文)』

자학(字學) 대전(大篆)·소전(小篆)·팔분(八分)

통 으로 직 리가 조 취재의 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지는『경국 』 (禮典)의 취재 시험 분야와 시험과목에는 유학(儒學)과 무학(武學) 

분야를 제외하고, 의학(醫學), 한학(漢學), 몽고학(蒙古學), 왜학(倭學), 여진학(女眞學), 천문학(天
文學), 풍수학(風水學), 명과학(命課學), 율학(律學), 산학(算學)만 포함되었다.33) 이를 통해 『경

국 』 체제가 정립된 후에는 십학  잡학 분야의 취재만이 법규로 정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십학의 교육과정과 그 변천은 다음 에서 자세히 다룬다.

3. 십학의 교육과정(敎育課程)

세종 12년 3월 18일 세종은 이후 십학 취재의 선발 기 을 제정함으로써 십학의 교육과정을 

확정하게 된다. 당시 상정소(詳定所)에서는 제학 취재에서 평가할 경서와 기 의 내용을 확정하

다.34)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1> 제학(諸學) 취재(取才) 경서(經書)와 기 (技藝)37)

33)『경국 』禮典 取才

34)『세종실록』권47, 12년 3월 18일(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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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譯學)

『서경』·『시경』·『사서(四書)』·

『직해대학(直解大學)』·『직해소학(直解

小學)』·『효경』·『소미통감(小微通

鑑)』·『전후한고금통략(前後漢古今通

略)』·『충의직언(忠義直言)』·『동자습

노걸대(東子習老乞大)』·『박통사(朴通

事)』(이상 漢訓 교재)

『대루원기(待漏院記)』·『정관정요(貞觀

政要)』·『노걸대(老乞大)』·『공부자속

팔실(孔夫子速八實)』·『백안파두토고안

장기(伯顔波豆土高安章記)』·『거리라하

적후라서자(巨里羅賀赤厚羅書字)』·『위

올진(偉兀眞)』·『첩아월진(帖兒月眞)』

(이상 漢語蒙訓 교재)

한학(漢學):『직해소학(直解小學)』,『박통사

(朴通事)』․『노걸대(老乞大)』, 사서(四書), 

경(經), 사(史)

몽고학:『장기(章記)』․『첩월진(帖月眞)』․
『공부자(孔夫子)』․『하적후라(何赤厚

羅)』․『정관정요(貞觀政要)』․『대루원기

(待漏院記)』․『토고안(吐高安)』․『거리라

(巨里羅)』․『백안파두(伯顔波豆)』․『노걸

대』․『속팔실(速八實)』『수성사감(守成事

鑑)』․『왕가한(王可汗)』․『어사잠(御史

箴)』․『황도대훈(皇都大訓)』․『고난가둔

(高難加屯)』

여진학(女眞學):『소아론(小兒論)』․『칠세

아(七歲兒)』․『천병서(天兵書)』․『십이제

국(十二諸國)』․『구난(仇難)』․『천자(千

字)』․『귀수(貴愁)』․『태공(太公)』․『팔세

아(八歲兒)』․『손자(孫子)』․『오자(吳子

)』․『상서(尙書)』․『삼세아(三歲兒)』․『거

화(去化)』․『자시위(自侍衛)』

왜학(倭學)

『소식서격(消息書格)』·『이로파본초(伊

路波本草)』·『동자교노걸대(童子敎老乞

大)』·『의론통신(議論通信)』·『정훈왕

래(庭訓往來)』·『구양물어(鳩養勿語)』·

『잡어서자(雜語書字)』

『응영기(應永記)』․『본초(本草)』․ 『이로

파(伊路波)』․『소식(消息)』․ 『의론(議

論)』․『통신(通信)』․『구양물어(鳩養物

語)』․『부사(富士)』․『노걸대』․『동자교

(童子敎)』․『서격(書格)』․『정훈왕래(庭訓

往來)』․『잡어(雜語)』․『잡필(雜筆)』

음양학

(陰陽學)

『천문보천가(天文步天歌)』·『선명보기

삭보교회(宣明步氣朔步交會)』·『수시보

기삭보교회(授時步氣朔步交會)』·『태양

태음(太陽太陰)』·『금성목성수성화성토

성(金星木星水星火星土星)』·『사암성보

중성(四暗星步中星)』·『태일산(太一算

)』·『성명복과(星命卜課)』·『주역점(周

易占)』·『육임점(六壬占)』·『성명서(星

命書)』·『대정삼천수(大定三天數)』·

『범위수(範圍數)』·『자미수(紫微數)』·

『황극수(皇極數)』·『원천강오행정기(袁

天綱五行精紀)』·『전정역수(前定易數

)』·『응천가(應天歌)』·『오총귀(五摠

龜)』·『삼신통재란(三辰通載欄)』·『강

강관매수(江綱觀梅數)』·『해저안(海底

眼)』·『벽옥경(碧玉經)』·『난대묘선(蘭

臺妙選)』·『금연신서(禽演新書)』·『삼

거일람(三車一覽)』·『지리대전(地理大

全)』·『지리전서(地理全書)』·『천일경

(天一經)』·『영경(靈經)』

*풍수학, 천문학, 명과학이 모두 포함됨.

천문학:『보천가(步天歌)』․『대명력일월식

(大明曆日月食)』․『태일내편일월식(太一內

篇日月食)』․『목화토금수성(木火土金水

星)』․『태양력일(太陽曆日)』․『교식(交

食)』․『추보가령(推步假令)』․『사여성(四

餘星)』․『보중성(步中星)』․『태음외편일월

식(太陰外篇日月食)』

풍수학:『청오경(靑烏經)』․『금낭경(錦囊

經)』․『착맥부(捉脉賦)』․『지남변망(指南

辨妄)』․『의룡(疑龍)』․『감룡(撼龍)』․『명

산론(明山論)』․『곤감가(坤鑑歌)』․『호순

신(胡舜申)』․『지리문정(地理門庭)』․『장

중가(掌中歌)』․『지현론(至玄論)』․『낙도

가(樂道歌)』․『입시가(入試歌)』․『심룡기

(尋龍記)』․『이순풍(李淳風)』․『극택통서

(剋擇通書)』․『동림조담(洞林照膽)』

명과학(命課學):『원천강(袁天綱)』․『삼신

통재(三辰通載)』․『대정수(大定數)』․『범

위수(範圍數)』․『육임(六任)』․『오행정기

(五行精記)』․『극택통서(剋擇通書)』․『자

미수(紫微數)』․『응천가(應天歌)』․『서자

평(徐子平)』․『현여자평(玄輿子平)』․『난

대묘선(蘭臺妙選)』,『성명총화(星命愡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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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醫學)

『의학직지(醫學直指)』·『맥찬도(脈纂

圖)』·『맥직지방(脈直指方)』·『화제방

(和劑方)』·『상한류서(傷寒類書)』·『화

제지남(和劑指南)』·『의방집성(醫方集

成)』·『어약원방(御藥院方)』·『제생방

(濟生方)』·『제생발수방(濟生拔粹方)』·

『쌍종처사활인서(雙鍾處士活人書)』·

『연의본초(衍義本草)』·『향약집성방(鄕

藥集成方)』·『침구경(針灸經)』·『보주

동인경(補註銅人經)』·『난경(難經)』·

『소문(素問)』·『괄성제총록(括聖濟摠

錄)』·『위씨득효방(危氏得効方)』·『두

씨전영(竇氏全嬰)』·『부인대전(婦人大

全)』·『서죽당방(瑞竹堂方)』·『백일선

방(百一選方)』·『천금익방(千金翼方)』·

『우마의방(牛馬醫方)』, *산서(産書)36)

『찬도맥(纂圖脉)』․『동인경(銅人經)』

『창진집(瘡疹集)』․『직지방(直指方)』․
『구급방(救急方)』․『부인대전(婦人大

全)』․『득효방(得効方)』․『태산집요(胎産

集要)』․『화제방(和劑方)』․『본초(本草)』․
『자생경(資生經)』․『십사경발휘(十四經發

揮)』

악학(樂學)

아악(雅樂)·금(琴)·슬(瑟)·편종(編鍾)·

편경(編磬)·관(管)·약(籥)·생(笙)·우

(竽)·화(和)·봉소(鳳簫)·적(笛)·지(箎)·

훈(塤)·축(柷)·어(敔)·특종(特種)·특경

(特磬)·뇌고(雷鼓)·뇌도(雷鼗)·영고(靈

鼓)·영도(靈鼗)·노고(路鼓)·노도(路鼗)·

응아(應雅)·상(相)·독(牘)·순(錞)·탁

(鐲)·요(鐃)·탁(鐸)·진고(晉鼓)·등가(登

歌)·문무(文舞)·무무(武舞)·전악(典樂)·

당비파(唐琵琶)·아쟁(牙箏)·대쟁(大箏)·

당피리[唐觱篥]·당적(唐笛)·통소(洞簫)·

봉소(鳳簫)·용관(龍管)·생(笙)·우(竽)·

화·금·슬·장고(杖鼓)·교방고(敎坊鼓)·

방향(方響)· <이상은 당악(唐樂)>

거문고[玄琴]·가야금·비파·대금(大

笒)·장고·해금(嵇琴)·당비파(唐琵琶)·

향피리[鄕觱篥]<이상은 향악(鄕樂)>

아악: 삼성(三成), 등가(登歌), 문무(文舞), 

무무(武舞)

당악(唐樂): 삼진작보(三眞勺譜), 여민락(與

民樂)영(令)과 여민락만(慢), 낙양춘(洛

陽春), 오운개서조(五雲開瑞朝), 만엽치(萬

葉熾) 요도(瑤圖)의 최자(嗺子), 보허자(步

虛子)영(令), 보허자의 급박파자(急拍破

子), 환환곡(桓桓曲), 태평년(太平年)만

(慢), 보태평(保太平)11성(聲), 정대업(定

大業)11성, 진찬악(進饌樂)-풍안곡(豊安

曲)의 전인자(前引子)와 후인자(後引子), 

정동방(靖東方), 환궁악(還宮樂)- 절화삼

대(折花三臺), 절화급박(折花急拍), 소포구

락(小抛毬樂)영(令), 청평악(淸平樂), 수

룡음(水龍吟), 하운봉(夏雲峰), 억취소(憶吹

簫), 백학자(白鶴子), 헌천수(獻天壽), 중선

회(衆仙會), 금전악(金殿樂), 하성조(賀聖

朝), 회팔선(會八仙)인자(引子), 헌천수

최자(嶉子), 금잔자(金盞子)만(慢), 금잔

자최자, 서자고(瑞鷓鴣)만, 서자고최

자, 천년만세(千年萬歲)인자, 성수무강

(聖壽無彊)인자

향악(鄕樂): 삼진작보, 여민락영, 여민락

만, 진작(眞勺)사기(四機), 이상곡(履霜

曲), 낙양춘(洛陽春), 오관산(五冠山), 자하

동(紫霞洞), 동동(動動), 보태평(保太

平)11성(聲), 정대업11성, 진착악(進饌

樂)- 풍안곡의 전인자와 후인자, 정동방, 

봉황음(鳳凰吟)3기(三機), 한림별곡(翰林

別曲), 환궁악(還宮樂)- 치화평(致和平)3

기, 유황곡(維皇曲), 북전만전춘(北殿滿殿

春), 취풍형(醉豊亨), 정읍(井邑)－2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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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鄭瓜亭)3기, 헌선도(獻仙桃), 금전

악(金殿樂), 납씨가(納氏歌), 유림가(儒林

歌), 횡살문(橫殺門), 성수무강, 보허자(步

虛子)○ 편종, 편경, 생(笙), 우(竽), 화(和), 

훈(塤), 지(篪), 거문고, 비파, 용관(龍管), 

노래와 춤

산학(算學)
상명산(詳明算)·계몽산(啓蒙算)·양휘산

(揚輝算)·오조산(五曹算)·지산(地算)

상명산(詳明算)·계몽산(啓蒙算)·양휘산

(揚輝算)

율학(律學)

『대명률』·『당률소의(唐律疏義)』·

『무원록(無冤錄)』

『대명률(大明律)』․『당률(唐律)』․『변의

(辨疑)』․『해이(解▩)』․『무원록(無冤錄

)』․『경국대전(經國大典)』

화학(畵學)
화원(畫員): 대나무[竹], 산수(山水), 인물

(人物), 날짐승[翎毛], 화초(花草) 

상정소 규정에서는 제학을 총 11개의 역으로 구분하고, 각 분야 취재 시 평가할 내용을 지

정하고 있다. 십학이라는 명칭과 달리 제학의 역이 10개가 아니라, 11개인 이유는 태종 와 

따로 새로운 역이 추가된 것이 아니다. 본래 역학에 포함되었던 왜학을 따로 구분하여 교육과

정을 제시한 결과 다. 이 상정소 규정은 제학 취재 시에 시험할 경서와 기 를 제시한 것으로

써, 조선시  리교육의 표 을 확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표1>에서 보듯이 세종  상정소 규정에 따른 십학 취재 교육과정은 『경국 』 의 잡

학 분야 취재시의 평가 내용에 반 되었다. 다만, 화학(畵學)의 경우만 세종 상정소 규정에 포

함되지 않았다가, 『경국 』  취재 조항에는 화원(畫員)을 상으로 한 취재 조항에 포함

되고 있다. 

4. 십학 관련 기관

십학(十學)은 열개 분야의 문 역의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태종의 십학 설치는 성균

과 같은 독립  교육기 을 10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십학을 담당하는 제조를 임명하여 그들

에게 해당 분야의 리  리후보자들의 교육과 평가를 맡기는 조치 다. 그러면 실제로 이 

십학은 어떤 방식으로 운 되었을까? 

태종  십학 제조를 임명하고 교육과 평가를 담당하게 할 때, 제조들이 감독한 상자들은 

유학의 경우는 삼  즉 문 , 성균 , 교서 의 리  생도들이었다. 유학 제조가 삼 에서의 

35) 『세종실록』권47, 12년 3월 18일(무오)

36) 세종 12년에 추가됨. 『세종실록』권50, 12년 12월 15일(신사) 

37) 출처: 『세종실록』권47, 12년 3월 18일(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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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담당했다는 것은 다음 장의 삼  취재 부분의 련 기록들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편 무학(武學)의 경우는 훈련 (訓練觀)을 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훈련

은 태조 6년에 무과 제자들을 모아 평가하는 역할을 하 다. 태조 6년 기사에 따르면, 훈련

에서 무과 제자를 모아 병서(兵書)와 무 (武藝)를 시험하여 3등 으로 나 고 문과와 동일

한 방식으로 서용(敍用)하도록 되어 있다.38) 십학의 한 가지 기능인 리 평가를 훈련 이 담당

한 것이었다. 한 세종 4년 무학 권장을 해 무경에 능통한 리 20명을 무경습독 (武經習讀
官)으로 지정하고, 이들이 매일 모여 교육받도록 한 기 도 훈련 이었다.39) 덧붙여 무경습독  

취재에 무학 제조가 참여하도록 한 조치40)들은 무학 제조가 훈련 을 심으로 무학교육을 진

행했음을 방증한다. 

무학 이외의 잡학 분야의 운 에 한 단서는 태종 12년 조의 계문에 보인다. 조에서 “십

학  사역원, 서운 , 의감, 제생원, 혜민국, 율학, 산학은 직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모두 

취재하도록 명하여 입격자에게 직을 주소서”(十學內 司譯院 書雲觀 典醫監 濟生院 惠民局 律
學 算學, 不論職之有無, 竝令取才, 入格者授職)41)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십학이 

사역원, 서운 , 의감, 제생원, 혜민국, 율학, 산학의 기 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십

학  역학, 풍수음양학, 의학 등은 실무 청인 사역원(司譯院)·서운 (書雲觀)· 의감(典醫監)·

제생원(濟生院)·혜민국(惠民局)에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기록에서 율학과 산학은 실무 청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 청과 별개로 운

된 것으로 보인다. 앞의 태종 12년 기록처럼 율학은 다른 학과 달리 실무 청이 아니라 율학이

라는 이름으로 호칭되고 있다. 한 선 에는 형조 내부의 율학청(律學廳)이 존재하다가 세종 

15년에 이르러 형조 의 별도 건물로 율학청을 이 한 기록도 있다.42) 이 율학청은 율학에 소

속된 건물명이라 생각된다. 율학은 이후 사율원으로 개칭되었다.43) 사율원은 세조 12년까지 그 

이름으로 불리다가 다시 율학으로 명칭이 되돌아 갔다.44) 율학 곧 사율원은 8품 아문(衙門)이었

으며, 율학 출신자 에서 품계가 차서 거 한 이들이 율학 분야에 소속된 리와 생도들을 교육

하 다.45) 

한편 산학(算學)의 경우도 율학과 마찬가지로 앞의 태종 12년의 기록에는 별도의 실무 청이 

38)『태조실록』권11, 6년 5월 1일(임자)

39)『세종실록』권18, 4년 윤12월 1일(갑인) 

40)『세종실록』권23, 6년 3월 12일(무자)

41)『태종실록』권24, 12년 11월 15일 十學內司譯院書雲觀典醫監濟生院惠民局律學算學, 不論職之有無, 竝令取

才, 入格 授職, 次年亦如之, 故無出衆之才, 亦或躐等遷轉, 其從仕年久 , 反爲淹滯.

42)『세종실록』권59, 15년 1월 5일, ○吏曹啓: “律學廳在刑曹之內, 出入不便。 請別置於刑曹之傍, 以刑曹 律

司郞廳一人, 兼差別坐, 提擧以下常仕. 率律科出身 , 講習律文, 令提調糾其勤慢。” 從之.

43)『세종실록』권65, 16년 8월 26일(경오)

44)『세조실록』권38, 12년 1월 15일(무오)

45)『세종실록』권78, 19년 9월 4일(신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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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되어 있지 않다. 선 에는 산술이나 역산업무가 시되어 이를 담당하는 부서인 습산국(習
算局), 산학 감(算學重監)이나 산법교정소(算法校正所), 그리고 역산소(曆算所)등이 존재하

다.46) 이  습산국은 고려 때부터 존재하던 기 으로서47) 세종 15년(1433년)에 습산국에 송나

라의 양휘산법(楊輝算法) 서 을 하사한 기록도 있다.48) 게다가 습산(習算)이라는 용어 자체가 

산술을 가르쳤을 가능성을 보여 다.  하나는 산학 감(算學重監)인데, 산학 감 역시 습산국

과 비슷한 시기에 공존하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세종  습산국과 산학 감이 공존했다49)는 기

록이 있고,  세조  습산국을 폐지하면서 습산국 생도들을 산학 감에 배정한 기록도 있기50) 

때문이다. 그 외에 산법교정소와 역산소도 세종 에 역법(曆法) 제작을 해 설치되어, 산서(算
書)와 역경(曆經)을 익힌 것으로 되어 있다.51) 

이처럼 선 에 산술업무를 담당하거나 산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가르치는 부서가 많이 있지

만, 이들이 십학의 하나인 산학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52) 우선 앞의 태종  십학 기록을 보

면, 당시 존재하고 있던 습산국을 언 하지 않고 산학이라고 산학 교육기 을 호칭하고 있다. 

한 세종 14년 상정소의 인사 규정 건의서에서도 십학과 련해서 “司譯院、書雲觀、典醫監、

惠民局、濟生院、律學、算學 等各品, 請竝循資遷轉”53)이라 하여 율학과 산학은 실무 청을 언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태종 의 십학과 동일한 형태의 표기인 것이다. 습산국은 세조 에 

이르러서야 폐지되므로 세종 14년은 습산국이 존재하던 시기이다. 그런데도 다른 분야와 달리 

청인 습산국이라 지칭하지 않고 산학이라 표 하고 있는 것은 습산국과 별도로 산학이라는 

기 이 존재하 음 시사한다. 한 세조 12년 직 개편54) 내역에서도, 서운 (書雲觀)은 상감

(觀象監)으로, 교서 (校書館)은 교서(典校署)로, 혜민국(惠民局)은 혜민서(惠民署)로, 사율원

(司律院)은 율학(律學)으로 개칭하고 있는데, 이 때 산학(算學)은 그 명칭을 그 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때 산학(算學)은 호조(戶曹)에 소속되게 하고 산학박사를 없애는 신 산사(算士) 

2명을 두고, 계사(計士) 2명, 훈도 2명, 회사(會士) 2명을 배정하고 있다.55) 이런 기록들을 통해 

보면, 서운 , 교서 , 사역원, 혜민국이 실무 청을 근거로 직자  생도들을 교육하는 것과

46)『세조실록』권20, 6년 6월 16일(신유)

47)『태종실록』권33, 17년 1월 20일(정미)

48)『세종실록』권61, 15년 8월 25일(을사)

49)『세조실록』권20, 6년 6월 16일(신유)

50)『세조실록』권30, 9년 3월 2일(신묘): 今革習算局, 學徒十八人 屬算學重監

51)『세조실록』권20, 6년 6월 16일(신유)

52) 일부 수학사 분야 연구에서 습산국, 산법교정소, 역산소를 산학이라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명확

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들 기 이 산학 분야를 교육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기 이 십학  하나인 

산학에 해당하는 교육기 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산학을 습산국, 산법교정소, 역산소롤 보는 은 

구만옥의 역사학 : 조선 기(朝鮮前期)의 산학(算學) 정책과 교육에 보인다. 

53)『세종실록』권58, 14년 12월 22일(정미)

54)『세조실록』권38, 12년 1월 15일(무오)

55)『세조실록』권38, 12년 1월 15일(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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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삼관(예문관, 성균관, 교서관)

무학 훈련관(訓鍊觀)

이학 승문원

역학 사역원

음양풍수학 서운관

의학 전의감, 혜민국, 제생원

자학 교서관

율학 율학(사율원)

산학 산학

악학 장악원

는 달리 율학과 산학은 실무기 과 별개의 교육기 으로 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율학과 산학이 실무 청에 소속되지 않고 별도로 운 된 이유는 명확하게 언 되어 있지 않

다. 다만, 율학과 산학의 경우 청에 부속되지 않은 이유는 고려시 의 경우 율학과 산학은 유

학과 함께 국자감에서 교육하던 문 역이라는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율학과 산

학은 고려시 부터 교육기 에서 교육하던 통 속에 있었던 것이다.56) 이에 따라 실무 청에 

율학과 산학의 교육을 맡기기보다, 실무 청과 분리된 교육기 에서 교육하도록 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십학 련 기 57)

한편 십학의 다른 분야의 경우도 이학은 승문원에서, 자학은 교서 에서 교육을 담당하

다.58) 이  교서 은 십학  유학에 속하는 삼   하나이면서 동시에 자학에도 련된다는 

에서 독특한 치에 있다. 세종 22년부터 자학(字學)의 진흥을 해 문과 제자 에서 씨

를 잘 쓰는 이를 교서 에 배정하여 자학을 익히게 한 바 있다.59) 이는 문과(文科) 출신자들에게 

자학을 추가로 공하게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Ⅲ. 십학 제도의 변천과 예조 취재

십학을 통해 각 문분야의 리와 생도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승진시키거나 선발하여 직무를 

56)『고려사』國學조 참조.

57) 십학 련 기 이란 십학의 교육 상자들이 공별로 소속되어 있던 기 을 의미한다. 

58)『세조실록』권28, 8년 3월 21일(병진): 今 諸司所掌, 校書館則字學, 典醫監則醫學, 書雲觀則陰陽學, 司譯院

則譯學, 承文院則吏學, 兵曹則武學, 各有司存而別置諸學提調、別坐、訓 未便, 請皆罷之, 令諸司 上, 提

調、別坐、訓 等糾察

59)『세종실록』권88, 22년 1월 10일(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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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는 리교육 체제는 선  태종과 세종 등 국왕의 노력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십학을 통

한 리 양성  선발에 해 당시에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특히 유학(儒學)에 소

속된 리들이 다른 분야와는 동일한 우를 받는 것에 한 불만, 십학 취재의 성 에만 근거하

여 리를 승진시키는 방침에 한 문제제기 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십학 제도는 불가피하게 

일부 수정이 이루어진다. 

1. 유학 취재의 폐지와 예조 취재 정착

태종  십학 체제가 확정된 후 가장 먼  불만을 제기한 이들은 유학 공자들로 구성된 삼

(三館), 즉 문 (藝文館), 성균 (成均館), 교서 (校書館)의 문신(文臣)들이었다. 이들은 유학

(儒學) 분야의 취재 상이었다. 태종 7년 11월 유학제조(儒學提調) 권근(權近)과 조 서(禮曹
判書) 이문화(李文和)가 삼 의 리들을 상으로 유학 분야 고강을 실시하려 하자, 삼  원

들이 강을 거부하고 상소하 던 것이다. 이들은 조에서 문신들과 제과 출신자들을 모아 취재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유가(儒家)는 다른 분야에 비해 우 해야 한다는 주장

과 함께 삼 에 소속된 자신들은 문과의 시와 복시라는 두 번의 시험과 임 이 주 하는 시

를 통해 합격하 으므로 잡과 합격자와는 다르다는 을 강조하 다. 그리고 자신들을 천한 악

공(樂工)들과 함께 조에서 모아 시험하는 것은 선비를 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하

다.60) 그러나 이에 한 태종의 입장은 단호하 다. 

이미 이루어진 법을 고칠 수 없다. 십학(十學) 가운데서 만일 (연구자:유학에 해당하는) 삼 (三

館)의 고강( 講)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십학  하나를 폐지하는 것이다.  제과(諸科) 내에 이과

(吏科)·음양과(陰陽科)·역과(譯科) 같은 유(類)가 어  모두 천인이어서 이들과 더불어 나란히 하기 

부끄럽단 말인가? 가령 인(伶人)·악공( 工)이라면 비록 ‘십학(十學)’이라 하 으나 그 업(業)이 심

히 천하니 (이것은) 유학(儒學)과는 다르다.61)

태종은 십학  악학 분야를 제외하면 다른 학의 공자들은 천인이 아니라는 과, 유학의 

취재를 지하게 되면 결국 십학을 통한 리 계속 교육 체제가 무 지게 된다는  때문에 이

를 거부하 다. 이로부터 4년 뒤 사간원에서도 삼 에 소속된 문신(文臣)들의 취재 면제를 의정

부에 건의하 다. 그 때의 논리 역시 삼 에 소속된 7품 이하 리들이 문과합격자라는 과 풍

60)『태종실록』권14, 7년 11월 25일(을해) 

61)『태종실록』권14, 7년 11월 25일(을해)“已成之法, 不可改也。 十學之中, 若不許三館 講, 則廢其一矣。 且

諸科之內, 若吏科陰陽科譯科之類, 豈盡是賤人, 而恥 之爲伍乎. 若伶人 工, 則雖均曰十學, 而所業甚賤, 

儒學異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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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인들을 모인 자리에서 문신들을 취재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었다.62) 이 문제에 

한 태종의 입장과 의정부의 입장은 4년 과 마찬가지로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태종이 이처럼 

유학 취재를 고수한 것은 십학 체제를 통해 문 분야의 리를 교육하고 역량에 따라 선발하려

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다. 

한편 삼 에 소속된 리들이 조에서 정기 으로 모아 시험하는 조치에 반 한 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태조이래로 삼 에 소속된 리와 유생들의 강습이 시되어 왔다. 태조

는 정도 (鄭道傳)과 권근(權近)을 성균 제조(成均館提調)로 임명하고, 임 리, 한량, 4품 이

하 유사  삼 에 소속된 유생(見任閑良四品以下儒士及三館儒生)을 모아 경사(經史)를 강습하

게 한 바 있었다.63)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 태종 7년 11월 7일에는 당시 유학제조 던 권근(權近)

이 삼  리들을 매달 평가하는 원칙을 학식(學式)으로 제정하 다. 그 학식의 주요 내용에는 

1) 매월 하루와 보름에 삼 의 원들이 이 에 독서한 경서와 재 읽고 있는 경서의 독서 

상황을 제조에게 보고하는 것, 2)제조가 삼 에 출근하는 날에 공부한 경서를 토론하고 질문하

는 것이64)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삼  리들은 문과 시험을 통과한 뒤에도 매달 정기 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 공부해야 하 으며 유학 제조가 출근한 날에는 제조에게 나아가 경 을 강론

해야 하 던 것이다. 삼  문신들은 유학 제조에게 매월 두 차례 정기 으로 평가받는 것에 덧붙

여 조에서 실시하는 사맹월 십학 도시(都試)에도 참여해야 했던 셈이다. 즉 유학을 공하는 

삼  문신들의 불만은 문과 합격→삼  정기 고강(考講)→사맹월 십학 도시(都試)로 이어지는 

복 시험이었다. 태종 12년 삼 에서 의정부에 상서한 내용에도 제조  즉 유학제조가 이미 삼

에서 시험을 치르는데 조에서 다시 도시(都試)를 치르는 것은 복 시험(更試)이므로 폐지

해  것을 요청하고 있다.65) 

한편 십학 운 에 한  다른 비 은 과거에 합격한 후 오래 동안 직에 있으면서 근무한 

이들이 취재 시험에서 신진 리들보다 낮은 수를 받게 되어 승진하지 못하거나 늦어지는 문

제 다. 이는 십학 취재에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승진하는 원칙이 제정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

다. 실제로 태종 2년 하윤이 정한 삼 의 천 (遷轉) 규정은 “통(通)한 경서(經書)가 많고 음에 

따라 천 (遷轉)”하는 것이었다.66) 

시험 성 에 따라 천 하는 삼 의 승진 방식이 수정된 것은 세종 4년이었다. 이 때 이조(吏
曹)에서는 삼 의 문신들을 다른 학과 함께 사맹삭에 취재하여 성  우수자를 승진시키는 제도

의 수정을 제안하 다. 그 배경은 성 에 의해서만 승진이 결정되다 보니, 선배 리들이 승진하

62)『태종실록』권22, 11년 11월 1일(무오)

63)『태조실록』권13, 7년 4월 20일(병신) 

64)『태종실록』권14, 7년 11월 25일(을해)

65)『태종실록』권24, 12년 11월 21일(임인)

66)『태종실록』권3, 2년 6월 13일(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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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원들의 경쟁이 지나쳐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었다.67) 

이조 서 허조(許稠)는 이때 권근이 제정한 삼 의 월강 규정을 부활시키고, 거 할 시기가 된 

사람만을 상으로 이들의 월강 성 을 삼등 으로 비교하여 성 에 따라 직을 제수하자고 

제안하 다.68) 이것은 삼  원 모두를 사맹삭에 경쟁 취재하여 임기에 상 없이 취재 성 에 

따라 거 하던 것에서, 임기가 찬 이들을 상으로 이들의 성 을 비교하여 거 시키자는 것이

었다. 세종은 이 삼 의 천  규정 변경을 승인하 고69) 이에 따라 삼 의 리들은 임기가 다 

차면, 동일한 근무 기간인 이들끼리만 사맹삭 취재 성 을 비교하여 거 (去官)70)하게 되었다. 

이것은 임기와 상 없이 역량을 평가한다는 십학 취재의 원칙을 유학 분야에는 용하지 않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후 삼  문신들을 상으로 한 사맹삭 취재는 세종 12(1430)년 하연(河演)의 건의로 완 히 

폐지되었다.71) 하연(河演)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하나는 문과에 합격하여 삼 에 배정된 

리들을 다시 시험하고, 거 (去官)할 때 그 성 을 기 으로 취재하는 것은 유학자를 우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3품 이하의 문신들을 상으로 춘추 월부시(春秋仲月賦
詩)를 통해 시(詩)를 품평하는 제도가 있어 문신들의 우열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런 

이유를 들어 삼 의 리들이 거 할 때가 되었을 때, 상자들의 사맹삭 취재 성 을 비교하여 

승진시키는 제도의 를 주장하 다.72) 이는 세종 4년 삼 의 거 (去官) 상자들에 한정하

여 사맹삭 취재 성 에 따라 승진시키기로 수정한 내용에 한 폐지를 주장한 것이었다. 이에 

세종이 동의하면서 유학분야의 삼  취재는 완 히 사라지게 되었다. 

삼  취재의 폐지는 십학에서 유학이 제외되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것이 유학분야에서 

직 리의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분기별로 실시하던 유학 분야 사맹삭 취재

는 폐지되었지만, 권근이 제정한 월강 규정은 여 히 유효하 다. 이에 따라 유학 제조가 매달 

67)『세종실록』권18, 4년 11월 14일(정묘) 기사 에서 사 의 진술과 유학제조 탁신(卓愼)의 진술 부분 참조.

68)『세종실록』권18, 4년 11월 14일(정묘)

69) 이때부터 삼  리들의 사맹삭 취재가 사라지고 월강이 부활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세종12년에도 하연이 삼 의 거 상자들을 상으로 사맹삭 취재 성 을 계산하여 직을 제

수하는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하건 , 세종 4년에는 삼 에서 임기가 다 된 리들

끼리 사맹삭 취재 성 을 비교하야 거 하는 것으로만 수정되고, 사맹삭 취재를 폐지하고 월강을 부활시

킨 것은 아닌 듯하다.  

70) 거 (去官)이란 직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라, 해당 직책에서 임기가 차서 소속기 을 떠나 다른 직으

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십학과 련해서는 성균 , 문 , 교서  등의 삼 이나 십학이 배정된 청

에서 임기가 차서 개 6품직으로 승진하는 것을 가리킨다. 를 들면 조선 의 경우 문과 합격자  상

 등수인 세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0명은 삼 인 성균 , 문 , 교서 에 분속되어 거 을 기다려야 

했다.(근거: 『세종실록』권44, 11년 4월 9일). 이후 이들이 승진하여 삼 을 떠나는 경우나 십학이 설치된 

청에서 재직하다가 임기가 차서 직을 옮기는 경우를 거 이라 한다.

71)『세종실록』권48, 12년 4월 3일(임신)

72)『세종실록』권48, 12년 4월 3일(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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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의 문신들을 상으로 교육과 평가를 지속하 고,  2월과 8월의 월부시를 통해 문신들

의 제술 역량을 시험하 다. 유학 분야의 경우도 십학 취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여 히 리들

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체제는 유지되었다. 

한편 『경국 』에는 무학 취재에 한 언 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국 』  

취재 조항에서는 앞에서 언 했듯이 유학과 무학 취재의 내용이나 방식에 해서  언 하

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 『경국 』성립기에 즈음하여 무학 취재 역시 폐지되거나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국 』병 에 시취(試取) 조항이 있고, 여기에서 각종 무 와 강서를 

시험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십학 취재와 같이 직 리들을 평가하고 승진에 

반 되는 취재인지 분명하지 않다.

연구자가 보기에 두 가지 근거로 미루어 무학 취재는 세종  이후 폐지되거나 약화된 것이 

분명해 보인다. 하나는 조선은 건국 이래 문무(文武) 즉, 유학과 무학은 동일하게 우 받았다는 

이다. 선 에 태조가 즉 교서에 문무 겸 (兼全)을 강조한 이래 이것은 조선 기 리 임용

의 원칙이 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유학 취재의 폐지는 무학 취재의 폐지나 약화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유학 취재가 폐지되는 세종 12년 즈음에 병조와 훈련 의 리들을 

심으로 문신들의 춘추 월부시와 동일하게 무과 출신자들도 춘추로 무 를 시험하자는 제안

들이 제시되고 있고, 문신과 동일한 춘추의 무 시험을 국왕이 승인하고 있다는 이다.73) 앞에

서 보았듯이 춘추 월부시가 유학 분야 취재를 폐지하는 요한 이유 던 것을 고려하면, 무학 

분야에서 춘추 월의 무 시험 실시는 무학 취재의 무신 평가 기능 약화를 불러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경국 』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조선 의 십학 취재는 조가 주 하는 조 

취재로 운 되는 형태로 정착되었고, 잡학 분야의 리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가 주 하는 조 취재와 련해 유의할 은 이조에서 주 하는 수령  

하  리 임용 취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경국 』을 검토해 보면 이 (吏典)의 

토 직(土官職) 하 에 취재(取才)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지방 수령의 임용과 

지방 교  등 하  리의 임용에 해 규정하고 있다. 이름이 같기는 하지만 이 조항은 『경국

』 의 취재 조항과는 무 하다. 의 취재 조항은 유학과 무학을 제외한 잡학 분야의 

리들을 상으로 한 취재 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경국 』체제 정착 후, 조 취재는 유학과 무학을 제외한 잡학 분야만을 상으

로 운 되었다. 그러나 이런 세부 인 운  방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 히 리들을 교육 

평가하고 이를 인사에 반 하는 원칙이 유지되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학은 월부

73)『세종실록』권 45, 11년 7월 11일(을묘), 『세종실록』권46, 11년 10월 21일(갑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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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도  삼  자체의 강습규정을 통해서, 무학은 유학에 하는 방식으로, 잡학은 조 취재

라는 형태로 리들을 교육하고 평가하 다.

2. 역량 위주 평가 기준의 수정

십학 제도에 나타난  다른 변화는 십학 취재의 평가 기 에 련된 것이었다. 본래 태종  

이래 십학은 리를 교육  평가하고 그 성 에 따라 승진시킨다는 역량 주의 승진 원칙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문분야에 한 역량만이 아니라, 출사 시기  근무 기간,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수정된 방식은 십학 취재를 통해 성 을 

매기는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근무 일수 등을 고려하자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태종 12년(1412년)

에는 각 학의 취재 시 동 자의 경우 근무 일수의 다소로 등수를 정하는 방식의 보완이 이루어

졌다.74) 

취재 시 동 인 경우에만 근무 기간을 고려하던 이 방침은 이후 취재 시 일정한 근무  학습 

일수를 채우지 않으면 응시를 하는 조치로 변경되었다. 세종 12년 조의 건의에 따르면 의

감에 속한 의과 합격자들이 의감에 출근하지 않고 지방에 돌아가 있다가, 사맹삭의 취재 때에

만 출근하고 취재가 끝나면 다시 출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지 되었다. 그리고 이런 폐단

을 막기 해 조에서는 정월 취재 시 출근 일수가 겨울동안 50일 이상인 경우만 취재에 참여

하게 허락하며 다른 분기도 동일하게 하자고 제안하 다75). 이에 따라 어도 매 분기 90여일 

 어도 50일 이상 출근한 해당 부서 리에게만 취재 응시 자격이 부여되었다. 

세종 12년 연간의 형조의 보고에서도 당시 율과 합격자들이 직을 받거나 군역을 면하는 것

에 만족하여 여러 핑계를 고 출근하지 않는 문제가 지 되었다. 이에 율학출신자들이 출근하

여 근무하도록 독려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76) 이어 세종 14년에는 율학의 경우도 의학 분야 

의감과 동일하게 소속된 후 50일 이상 채운 이들만 사맹월의 취재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 다.77) 이것은 당시 리의 역량과 함께 근무 태도 역시 취재에서 시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세종 16년에도 형조에서 율업 출신자들이 출근하여 강습하는 법을 세웠음에도 게을리 하는 

이들이 있다는 을 지 하며 이들의 교육을 엄격하게 할 것을 제안하 다.78)

74)『태종실록』권24, 12년 10월 17일(기사)

75)『세종실록』권48, 12년 5년 6월 19일(무자)

76)『세종실록』권47, 12년 5년 1월 5일(병오)

77)『세종실록』권55, 14년 3월 8일(정묘)

78)『세종실록』권65, 16년 8월 26일(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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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품으로 거 (去官)한 자를 훈도라 일컫고, 그 로 본학(本學)에 근무하여 율문을 강습시키되, 매

년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상고하여 뽑아 6품으로 거 토록 하는 법을 이미 세웠으나, 재주를 시험

하는 법이 없으므로 읽고 익히기를 게을리 하니, 매월 제조(提調)가 고강( 講)하여 그 통하고 통

하지 못함을 기록하 다가, 해마다 뽑아서 서용할 때에는 그 고강한 수와 출근한 날의 많고 

음을 상고하여, 그 에서 능히 율문에 통하고 리의 직책을 맡길 만한 자에게 서울의 동반(東

班)이나, 외방의 수령으로 서용하여 권면 장려하고, 그 체아(遞兒)로 제수하는 것도 이 (例)에 의할 

것입니다.79)

이는 리 평가에서 해당 분야에 한 학식과 함께 성실한 근무 태도  학습을 시하게 되

었음을 보여 다.

역량만이 아니라 근무 기간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취재 제도가 수정된  다른 이유는 근무 

연한이 긴 사람이 승진에서 뒤쳐지는 것에 한 리들의 불만이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조선 기 삼 (三館)의 분 기에 한 세종  사 (史官)의 진술이다. 

처음에 강서(講書)의 많고 음에 따라 직을 제수(除授)하여, 강서가 많으면 비록 9품이라도 등

을 뛰어 7품에 임명한 까닭으로, 삼 (三館)의 여러 선비들이 선배(先輩)들의 에 있기를 꺼리어, 

강론(講論)할 때를 당하면 고의(故意)로 능하지 못한 양으로 하여 한갓 속이는 일이 되었던 것이

다.80) 

삼 에 소속된 유학 분야의 이지만, 선배 리가 먼  승진할 수 있도록 후배 리들이 고

의로 강에서 낮은 수를 받는 일이 생겨날 정도 던 것이다. 이는 당시 직 사회에서 역량에 

의해서만 승진하는 것에 한 부정  의견이 존재했음을 보여 다. 그리고 이것은 리로서의 

역량과 함께 성실성과 헌신이라는 태도를 취재에서 고려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요약 및 한계

조선은 리 후보자를 양성하는 제도와 과거를 통해 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리들이 직에 오른 뒤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역량을 높이고 유지할 수 

있도록 리들을 평가하고 이를 인사에 반 하는 제도를 갖추어 갔다. 이를 표하는 것이 바로 

십학이라 불리던 선 의 교육제도라 할 수 있다. 십학은 양사  취사 이후 단계의 리교육이라

는 에 특징이 있다. 이후 십학은 일부 수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조선 리교육 체제의 근간을 

79)『세종실록』권65, 16년 8월 26일(경오)

80)『세종실록』권18, 4년 11월 14일(정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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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 다.

선 의 십학은 각 학 별로 책임자인 제조와 참좌  등을 두어 리들을 계속해서 교육하고 

이들을 평가하여 거기에 따라 승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 다. 십학은 육학처럼 리 후보자인 생

도들을 교육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 지만, 이보다 이미 과거에 합격하여 출사 길에 오른 직 

리들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주무로 삼았다. 십학은 리들이 과거 합격 이후에도 지속

으로 경서와 기 를 연찬하도록 하는 계속교육 제도의 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십학에서 

리들에게 부과한 취재 시험 성 에 따라 승진시킨다는 원칙은 철 하게 리의 역량을 가장 

요한 승진 자격으로 제정한 조치 다고 할 수 있다.

십학은 태종이 처음 설치한 이래 세종의 노력으로 리교육 제도로 정착되었지만, 이후 일부 

수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  가장 요한 수정은 문신들에게 부과하던 유학 취재의 폐지 다. 

유학을 공한 문신들이 포진한 삼  즉 문 , 성균 , 교서 에서는 유학 취재보다 더 강화된 

내부의 리교육과 평가제도가 존재한다는 과, 유학 취재가 춘추의 월부시와 겹친다는 것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 다. 이에 유학 취재는 세종 연간에 폐지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학 취재 

역시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변화는 십학 취재가 표방하고 있는 역량에 의한 선발 원칙

에 해, 오랜 동안 직에 있었던 구임 (久任官)들을 우 해야 한다는 입장과 근무 태도를 평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 이에 취재 시 평가한 해당 분야의 문 역량과 

함께 재직 기간이나 근무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승진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제도가 변화하 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십학의 근간은 조 취재의 형태로 유지되었다.『경국 』성립 후 

조에서는 잡학 분야의 리들을 상으로 선 에 정립된 십학 취재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 다. 

한편 유학 분야의 경우도 삼 의 리 강학 체제와 월 부시 체제를 통해, 무학 분야의 경우는 

춘추의 무신 상 무  시험을 통해 리의 교육과 평가라는 원칙이 유지되었다. 요약하면 십학 

제도는 『경국 』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일부 변화를 거쳤지만, 리들이 출사 이후에도 계속

해서 강습하여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조선 정부의 원칙은 근본 으로 변화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조선시  리교육 체제가 형성되는 시기에 을 두어 국가 차원에서 리교육

을 체계화하는 노력을 추 하 다. 선 에 이 게 확립된 리교육 체계가 이후 어떤 변천을 거

치는지 역시 요한 연구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이 십학에서 이루어진 보다 구체 인 

교육실제와 상황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십학에서의 교육과정  평가 방식 등을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게 될 때, 조선의 문분야 교육 

상황에 해 보다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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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evelopment and Transition of Ten Schools in 

Chosun Dynasty from 14C-15C

 

Kim, DaeSik*81)

In Chosun Dynasty, the government enforced the system of Ten schools which educate and 

estimate government officials from 14C. Ten Schools were comprised of curriculums for 

Confucianism, military science, foreign language, mathematics, jurisprudence, music and so 

on. Confucianism was most important educative value, but other professional science and 

various arts did not underestimated by the government. The officials had to make a good 

academic result in order to be promoted to higher echelons of government. Ten Schools were 

the institution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raining of all government officials and education 

officer of Ten schools educated them in each administrative office related to the science and 

arts. Ten schools estimated officials four times every year and they were promoted or demoted 

by the results. The system is to place emphasis on individual competence as professional 

official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revealed two issues by the officials. First was 

propounded by Confucian officials. They insisted that the system presses and disregarded the 

outstanding confucian officials who had been selected by the examination(科擧 文科). Second, 

officials who was worked shortly and lazy, were earlier promoted by the results of estimation. 

The Continuing Education System of officials by Ten Schools are maintained until late in the 

fifteenth century. 

Key words: Ten schools(十學), continuing education, education of official, examination of 

official(取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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