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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과거제에서의 경전 경감 논의에 대한 연구

이 원 재 (연세대학교)

<국문요약>

조선후기 역시 식년시 문과의 주요 시험과목이 강경과 제술이었다는 점에서 조선전기와 달라진
점이 없었다. 또한 사서 삼경에 대한 학습의 요구 또한 마찬가지여서 여전히 수험생들에게는 커다
란 부담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발췌 학습 등의 왜곡된 학습문화가
지속되었다. 그리하여 일부 대신들은 과거시험에서 경전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경학의 내실화를 도
모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선왕이 만든 규정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제안은 수용되지 못
하였다. 그런데 사서 삼경 강경이었던 식년시와는 달리 별시는 사서와 일경에 대한 강경 원칙이었
으나, 도중에 별시류인 정시(庭試)에서 강경시험이 폐지되고 문예시험 위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경학이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이를 우려한 대신들이 일경만이라도 강경하는 제도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식년시와 별시류 사이에는 경학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훨씬 많은 수험생들이 별시류에 지원하였다는 점에서 실제로 그 당시 수험생들의
경학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조선후기, 식년시, 경전, 강경, 별시

Ⅰ. 들어가는 말
시험이 갖는 역기능 중의 하나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여기에 집착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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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 수준과 한계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시험 통과에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심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특히 시험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이러한 경향도 비례하여 증가된
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시험일수록 수험생들은 오직 합격만을 위해 시험에서 꼭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만을 준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조선시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과거시험은 당시 수험생인 유생들의 학습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 영향의 결과
종종 부정적인 학업 행태가 노정되었는데, 즉 당시에는 과거 준비를 위해 선택적 학습, 예상문
제집 의존, 시험 직전 집중학습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시험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들이라 할 수 있다.1)
조선시대의 이러한 뒤틀린 학습문화가 어떤 기제에 의해 조성되었느냐에 대한 설명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 비교적 개연성이 높은 것은 바로 과거시험 과목이
당시 수험생들이 감내하기에 너무 과중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과거시험이 요구하
는 학습의 수준의 적정성 여부는 당시 교육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당시 위정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필요한 조치를 했었어야 했다고 본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주지하는 바처럼, 조선시대 과거시험 중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문과에서는 강경과 제
술 시험을 부과함으로써 수험생들로 하여금 해당 경전의 학습을 요구하였다2). 따라서 유교 경
전 중 어떤 서적을 부과하려 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추적함으로써 당시 위정자들의 의도와 고민
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당시 그들의 교육정책적 공과를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보면 한 마디로 대단히 소략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3) 그
1) 아시아 지역의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는 시험의 역기능으로 ① 암기력 테스트 ② 교육과정의 일부분만
취급 ③ 선택적 학습과 선택적 교수 ④ 정상적 공부습관 약화 ⑤ 비정상적 행위 유발 ⑥ 교육개혁 지
연 등을 제시하였다(김신일,『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1998, 319쪽 참조). 이처럼 시험이 갖는 부
정적 영향은 시대나 사회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험방식으로서의 강경은 경전을 강한다는 것으로, 선생과 학생이 경전의 내용에 대해 문답을 통해 가
르치고 배운다는 의미와 함께 한 경전에 대한 학생의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는 의미
가 동시에 들어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강경은 모두 경전에 대한 문답의 형태를 띠었다. 강경으
로 과거시험을 치를 때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강경과 함께 양대 축인 제술은 사서 오경의 경전에서 뽑
은 의의(疑義)로서, 의의는 한 경전에서 출제하거나 여러 경전들을 연관시켜 출제하였다. 그리고 어느
경우든지 간에 경전의 구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출제하였다. 의의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한 거기
에 답하는 것은 경전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며, 시험에 대한 평가 또한 얼
마나 경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느냐가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박종배,「조선전
기 유학교육에서의 문학의 지위」,『교육사학연구』6․7집, 교육사학회, 1996, 74-7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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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과거시험에서 부과하는 경전들이 적정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이 깔려있어 그것들이
당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우리의 선인들은 대부분 최소한 사서 삼경 정도는 능통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있었는데, 특히 삼
경 또는 오경의 경우 제대로 섭렵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한문의 본 고
장인 중국의 경우도 오경의 학습이 대단히 어렵다고 보고 시험에서 일경만을 시험하는 제도를
운영하였다는 사실4)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문의 구사능력이 중국인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수험생들에게 삼경을 의무적으로 학습하도록 요구하는 당시의 과거시험
은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 과거제에서 부과하는 유교 경전
으로 인한 수험생들의 학습부담은 분명 과중함을 넘어 가혹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런 점에서 조선후기 과거 시험과목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경시험과 관련한 수
험생들의 학습부담 완화를 위해 경전의 수를 경감함으로써 경학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당시 위정자들의 논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룬 시기가 조선전기라는 것만 다를 뿐 본 연구의 논의 방향과 유사한 선행연구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과거제에서의 경전 경감에 대한 논의들을 추적해 보고자 한다.
특히 그 선행연구에서는 조선전기 동안 경전 전체를 학습해야 한다는 명분론과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고려하여 축소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서로 부딪쳐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명분론에 입

3) 관련 선행연구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휴,「다산 정약용의 과거제 개혁론」,『동양문화』 13
집, 영남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1972; 조원래,「실학자의 관리등용법개혁론 연구」,『백산학보』23집, 백
산학회, 1977; 차미희,「18세기 과거제 개혁의 추이」,『역사교육』52집, 역사교육연구회, 1992; 이성무,
한국의 과거제도』, 서울: 집문당, 1994; 조좌호,『한국 과거제도사 연구』, 서울: 범우사, 1996; 차미희,
『조선시대 문과제도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1999; 우용제,『조선후기 교육개혁론 연구』, 서울: 교육과
학사, 1999. 이들 연구는 대체적으로 과거제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거시적 관점에서 조선후기 과거제도
개혁론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과거 고시과목까지 다룬 것은 드물며,
고시과목을 다룬 경우도 당시 경서를 배제한 문예 일변도의 운영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어, 고시과목
의 학습 부담 면에서의 적정성 여부까지 논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실학자들의 과거제 개혁
논의는 당시 극도로 문란했던 과거 운영에 대한 비판 및 그 대안을 다루고 있는데, 과거 부정이 공공연
하게 자행되었던 당시 상황에 대해 다루다 보니 과거시험에서 부정을 방지하고 응시자의 자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오히려 유교 경전 시험의 강화를 역설하고 있는 바, 본고의 논의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 시기는 다르지만 본고의 논의 방향과 유사한 연구로는 이원재,「조선전기 과
거제에서의 일경(一經) 부과 논의에 대한 연구」,『한국교육사학』 31권 2호, 한국교육사학회, 2009가 있
다.
4) 조선시대와 동시대였던 중국 명대(明代)의 국자감에서는 학생들이 사서는 전체를 학습해야 했으나, 오
경은 그 중 일경만을 선택하여 학습하도록 되어 있었다(김경식,『중국교육전개사』, 서울: 문음사, 2006,
549쪽; 차석기,『동양교육사』, 서울: 박영사, 1982, 71-7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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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 과거시험 운영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노정시켜 왔기 때문에 경전 축소 주장이 늘
대두될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조선후기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당시 과
거시험에서의 경전 경감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조선전기 과거제에서의 경전 경감에 대한 논의의 검토
조선후기 과거제에서의 경전 경감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
만, 그것이 갖는 의의는 조선전기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조선전기 과거제에서 경전 경감에 대한 논의에 대한 검토는 조선후기의 그것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전기 문과 경서시험의 대상은 대체로 사서 및 삼경이었는데, 이는 당시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바로 삼경 시험이었는데, 이는 그
만큼 삼경의 학습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경학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었을 뿐만 아
니라, 문과보다는 경학 부담이 없는 무과의 선호, 문과 강경시험 지원자가 정원에도 못 미치는
사례의 발생, 문과 초시 합격자가 경서 암송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증명서 제출, 경서 일부
내용의 선택적 암송 등과 같은 부작용이 노정되었다.5) 이 때문에 당시 조정에서는 삼경 부과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경학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논의의 핵심
은 바로 경학에서의 학습부담 경감이었다. 학습부담 경감은 과거시험에서 시험대상이 되는 경
서 수의 축소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고, 그러한 논의의 핵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일경 부과
논란이었다.6)
그런데 이러한 일경 부과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내세웠던 중요한 이유 중에
서 첫 번째는 삼경의 학습의 어려움 때문에 중국에서 조차 수험생들에게 일경만을 부과하고 있
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특히 한자 및 한문 능력 면에서 중국보다 훨씬 불리한 조선의 수험생들
에게 삼경 전체를 시험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이유로는,
첫 번째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수험생들은 삼경 학습이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
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큰 부분만을 발췌하여 암기하려 하다 보니 경학이 본래 추구하는 의
리의 체득은 요원하게 됨에 따라 국가의 경학 수준이 저조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었
다. 그러나 일경강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는데, 그들은 사서 삼경은 당연히 학습

5) 이원재, 앞글, 117쪽.
6) 위글,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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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은 물론 수험생들이 과거공부만 하기 때문에 삼경을 학습할 충분한 여력
이 있다고 보았으며, 일경강을 실시하게 되면 쉬운 경전만을 선택하게 된다는 부작용을 내세웠
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경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론이 우세함에 따라 사서 외에 삼경 모
두를 수험생들에게 부과하려 하였고 그 결과 경학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에 대
한 대안으로 사서 외에 일경 부과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명분론에 밀려 설 자리를 찾지 못하였
다. 이로 인해 조선전기 내내 일경강 주장은 수용되지 못하다가 조선전기 말엽인 선조대에 와
서야 별시에 한해 사서는 추생(抽栍) 일서(一書), 삼경은 자원(自願) 일경에 대한 강경 원칙이 세
워지게 되었다.7)

Ⅲ. 조선후기 과거제에서의 경전 경감 논의의 추이
전술한 바처럼 조선 전기에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을 통한 경학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일경강에 대한 논의는 조선전기 끝 무렵에 해당하는 선조대에 와서 이루어졌
을 뿐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과거
제에서 일경강 제도를 포함한 유교경전 경감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선 후기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경전 경감에 대한 논의는 선조 28년의 다음의 기사이다.

예조가 아뢰기를…식년 문과에서 사서 삼경을 회강(會講)하는 것이 법전에 실려 있으나 지금은
전쟁을 치른 나머지라 서책이 모두 없어져 백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아 선비 중에 경서를 가진
자가 거의 없으니 만일 평시처럼 강경을 시험한다면 응시할 자가 반드시 적을 것입니다. 어떤 사
람은 ‘이번에는 우선 임시로 강경을 제외시켜야 한다.’ 하고, 어떤 사람은 ‘별시의 예를 따라 원하
는 대로 1경 1서만을 강하게 하여 존양(存養)의 뜻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의논이 같지
않아 일치되기가 어렵습니다. 원점과 강경, 두 가지는 대신과 의논하여 정탈(定奪)하시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8)

위 기사의 내용은 식년시 문과에서 종전의 법에 따라 강경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전란으로

7) 위글, 119-130쪽 참조.
8)『선조실록』 권62, 28년 4월 정묘, “禮曹啓曰: … “且式年文科試取時, 會講四書三經, 載在法典, 今於兵火
之餘, 書冊散亡, 百無一存, 士子之得有經書者, 絶無而僅有, 若依平時試講, 則赴試者必少。或以爲: ‘今姑權
除講經。’ 或以爲: ‘依別試例, 從自願只講一經一書, 以示存羊之意爲當。’ 論議不同, 難於歸一。圓點、講經
兩條, 請議大臣, 定奪何如?” 上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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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서책이 거의 멸실되어 시험 준비가 불가능하여 응시자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강경
시험을 실시하지 말든지, 아니면 응시자가 자원하는 사서 중 1서와 삼경 중 1경을 시험하자는
식으로 의견이 분분한 당시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후자의 주장은 전술한 바와 같이 선조 초부
터 별시 강경시험에 반영되었던 것인데,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사서의 경우 추생 1서로서 결국
사서 전체를 시험하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사서 중 한 책만 시험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위 기
사의 주장들은 서적의 소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과거에서 시험하는 경전의 수를 경
감시켜 줌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주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선전기 동안 줄
곧 지적되어온 경전학습[경학]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학이 부실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시험에서
경전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는 취지보다는, 단지 전란의 후유증을 감안한 임시방편적 제안이
었던 것이다. 여하튼 그 이후에 있었던 대신들의 논의에서도 삼경 중 1경과 사서 중 1서를 추
생 강경하자는 입장과 강경을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9) 왕은 “경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하게 하라”고 명을 내렸다. 선조의 이러한 하명은 사서 및 삼경의 추생10) 과 강
경 제외라는 대신들의 다소 극단적인 양 입장을 절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임란 전 식
년시의 경우 사서 및 삼경 전체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려 했던 입장과 비교할 때 상
당히 완화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선조의 이러한 누그러진 입장은 여기까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선조 33년의 기사
에 식년시도 아닌 별시에서 사서 전부와 1경을 시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보이며,11) 그 후에
도 다음과 같이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조가 아뢰기를…오랫동안 강독(講讀)을 폐했던 끝이라서 갑자기 1경을 자원(自願)하게 하고 사
서를 추생하게 하면 식년의 신규(新規)와 다를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먼 지방의 거자들이 경성에 와
서 모여 있는데 각종 서책을 실로 두루 구하여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니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은 정유년의 근례(近例)에 따라 경서나 사서를 모두 자원에 의해 한 책만을 강하
게 하되 고강(考講)할 적에 십분 엄명하게 문난(問難)함으로써 범연히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는 것
이 혹 유익할 듯도 싶습니다. 대신들의 의견도 모두 이러하기에 감히 아룁니다.”하니, 불가하다고
전교하였다.12)
9)『선조실록』권63 28년 5월 갑술 참조.
10) 추생 방식은 찌를 뽑아 결정하는 일종의 무작위 추첨 방식이었다. 따라서 사서 삼경 추생 강경인 경
우 사서 중 무작위로 뽑은 1서와 삼경 중 역시 무작위로 뽑은 1경을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런
방식은 결국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경서가 뽑힐 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경서 전체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었다. 다만 이러한 추생 방식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강경시험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원재, 앞글, 121쪽 참조.
11)『선조실록』 권122, 33년 2월 임오 참조.
12)『선조실록』 권123 33년 3월 신미, “禮曹啓曰: … “但久廢講讀之餘, 遽令自願一經, 抽栍四書, 其異於式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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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전쟁으로 인한 서책의 부족으로 선비들이 대체로 학업을 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
원하는 1경과 1서만을 강하게 하자는 예조 및 대신들의 진언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
였던 것이다. 이처럼 선조의 기본 입장은 결국 식년시이건 별시이건 간에 사서 전부와 자원하
는 1경을 강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사서 전체와 자원 1경 강경 원칙이 선조의 마지노
선이었던 셈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곧 이어 식년시에서는 법전13)에 있는 대로 사서 삼
경 전체를 강경해야 한다는 쪽으로 선회하였는데, 다음은 그와 관련된 내용이다.

예조가 아뢰기를, “문과 식년에 사서 삼경으로 강경하는 것이 법전인데, 난리를 겪고난 후로 서
책이 구비되지 않아서 지난 경자년에는 사서는 전부 하였지만 삼경은 한 경(經)만 하게 할 일을
대신에게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계하했었습니다. 오는 계묘년 식년시에도 일체 법전에 의거하여 실
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요즘도 서적이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주역』이나 『춘추』는 여염(閭閻)
간에 아주 없거나 겨우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 강하게 하면 유리(流離)하는 선비들이
외우려고 해도 형편이 어쩔 수 없어서 반드시 까닭없이 과거를 그만두는 자가 많을 것입니다. 몇
년만 지나면 안팎에서 경서를 간행할 것이니 내년 식년시만큼은 지난 경자년에 계하한 것에 의거
하여 시행하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임시방편의 처사에 맞는 듯하나, 일이 매우 중대한 데에 관계
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불가하다고 전교하였다.14)

이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서의 품귀 현상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간 경서를 간행하기 전까지는 이전의 식년시와 마찬가지로 사서 전부와 1경만을 강하되 이 문
제를 대신들로 하여금 논의케 하자는 예조의 진언을 선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선조의
입장은 계묘년(선조 36년)부터는 원래 법전에 있는 대로 식년 문과의 경우 사서와 삼경 전체를
강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15)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선조 재위 말년까지 유지되
新規者無幾。遠方擧子, 來聚京城, 各種書冊, 實難遍得而觀之, 亦不可不慮。姑依丁酉年近例, 經書皆用自願
一書, 考講之際, 十分嚴明問難, 毋使爲悠泛文具之歸, 似或有益。大臣之意, 皆以爲然。敢啓。” 傳曰; “不
可。”
13) 이는『경국대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경국대전』에서는 문과 초시 초장은 오경과 사서의 의의(疑義)
또는 논(論) 중 2편, 복시 초장은 사서와 삼경에 대한 강경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경
국대전』 권3,「예전․제과」참조).
14)『선조실록』 권156, 35년 11월 계해, “禮曹啓曰: “文科式年, 講經四書三經, 乃是法典, 而亂後因書冊不備,
庚子式年時, 四書全數, 三經則自願一經事, 議大臣定奪啓下矣。來癸卯式年, 則似當一依法典, 而第今書籍蕩
然無存, 如周易、春秋, 則閭閻間絶無而僅有。今若責以盡講, 則流離士子, 雖有誦讀, 其勢末由, 必多無故停
擧之人。若過數年, 則中外經書, 自可刊行, 明年式年, 則姑依庚子年啓下施行, 似是權宜之擧, 而事係重大,
議大臣定奪何如?” 傳曰: “不可。”
15) “난리가 일어난 이래로 경외(京外)의 사자(士子)들이 도로에 떠돌며 살아날 길을 찾기에도 겨를이 없었
으므로 학업을 폐기한 지가 이미 8년이나 되었습니다. 세도(世道)가 이토록까지 되었으니 너무도 한심스
럽습니다”(『선조실록』권123, 33년 3월 신미)라고 선조 33년 예조가 상소에서 언급했던 참담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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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선조 39년에 “이번 증광시는 식년시의 규례를 따르기로 했으니, 사
서 삼경을 강하는 것이 당연하다”16)는 실록 기사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결국 지금까지 선조대 과거에서의 강경 시험 변화 추이를 정리하면, 전란 후 경서의 절대적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서의 경우는 경감시켜준 사례는 없었고, 다만 삼경의 경우 식년시에서 자
원하는 1경만을 부과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선조 33년 식년시 1회에 국한된 것이었다. 이처럼
자원 1경 부과 원칙은 전쟁으로 인한 서적의 소실에 의한 임시변통 조치에 불과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당시의 수험생들은 경서 학습의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경서를 구하기가 힘든 이중의 고충을 안고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선조의 강경한 입장은
수험생들에게 대단히 가혹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원칙이 명종조부터 임진왜란 이전의 선조조에 마련된 것
으로서, 그 원칙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러한 변화는 당시로서는 획기
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임란이라는 미증유의 전란으로 인해 서적의 멸실이나 학습여건
의 악화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과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전의 경감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고 판단된다. 예컨대, 사서 삼경 전체를 강경하는 식년시에서 경서 숫자를 경감하거나, 별시의
경우 사서 추생(抽栍)보다는 경서 수를 한정하여 줄여 주고 이와 함께 일경강마저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선조 이후에도 식년시의 경우 사서 삼경을 모두 강한다는 원칙은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다음의 현종 10년의 기록을 보면 그러한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다.

집의 이단하 등이 아뢰기를, “국가의 대비(大比) 규정에, 문과 복시의 초장에는 사서 삼경을 강
하고 중장과 종장에는 부․표․책 등의 글을 시험하고 또『대전』과『가례』를 강하고서야 비로소
녹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경술에 근본하고 문사(文詞)를 겸하고 법례(法例)에 밝게 하
려는 것이니, 사람을 뽑는 방법에 있어서 법제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세로 내려
오면서 잘못 거행해 경을 공부하는 자들은 단지 구두만을 일삼게 하고 문장을 닦는 자들은 경술
(經術)에 근본하지 않게 함으로써 학문이 거칠어지고 인재가 소모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스럽습
니다.17)
불과 2년 후인 선조 35년에 과연 얼마나 달라졌을까 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조 35년의 이와 같은 문과
식년시에서의 3경 부과 방침은 시의에 맞지 않는,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가혹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선조실록』권203, 39년 9월 임신, “今次增廣之擧, 旣依式年之規, 則元講四書、三經當然也。”
17)『현종실록』권17, 10년 12월 기묘, “執義李端夏等啓曰: “國家大比之規, 文科覆試初場, 講四書三經, 中場
終場, 試以賦、表、策等文, 又講大典、家禮, 始許錄名。蓋本之經術, 兼以文詞, 明乎法例, 其於取人之道,
條制甚備。降及後世, 奉行不善, 致使業經者, 只事句讀。攻文者, 不本經術, 文學鹵莾, 人材消耗, 良可寒
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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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현종대까지도 법전에 있는 그대로 식년시 문과 복시 초장에서 사서와 삼경을 모두
강하여 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전에 식년시 강경시험에서 자원 일강경 방침은 선조대의 전
란의 영향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뿐 여전히 대세는 삼경강이었던 것이다.18)
그 후 숙종대에 들어와서 다시 식년시에서 일경강 부과 문제를 놓고 논의가 있게 되는데, 먼
저 숙종 10년의 다음과 같은 기사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예조에서 문과 강경을 변통(變通)하는 일을 말하였는데, 여러 대신들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
를, “이제 비록 옛 법을 변개(變改)하여 사서․일경을 강하는 것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또한 과연
인재를 얻는 효과가 있을지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옛 법 그대로 칠서(七書)를 강하되, 문의
를 자세히 묻고, 생획을 많이 취하여 그 취사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만 못합니다.”하였다.19)
18) 그런데 이처럼 식년시에서의 삼경강 원칙 고수는 강경시험 방식의 개선에도 걸림돌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강경시험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예를 들면, “옛사람들은 하나의 경(經)만을
오로지 공부해서도 오히려 훌륭한 선비가 되었는데, 더구나 사서 삼경에 능통하게 된 자이겠습니까. 근
래 법이 오래되어 폐해가 생겨나서 고강(考講)하는 법식이 전혀 헛된 투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뜻을 알고
있는가는 논하지 않고 외우는 것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선비들이 외우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의리(義
理)를 탐구할 겨를이 없으며, 심한 경우엔 외우기 쉬운 장구(章句)를 발췌하여 강에 응하는 바탕으로 삼
기 때문에 한 장(章) 전체의 주요 뜻을 물으면 전혀 깜깜합니다. 이러고서 경서에 통달하여 실용할 수
있는 선비를 찾는다는 것은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재가 점점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심술
(心術)도 나빠져서 선비들 습속의 큰 좀이 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광해군일기』권27, 2년 윤
3월 정미)라고 하여, 경서를 얼마나 잘 외우는가를 판단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실시하다 보
니 수험생들이 경서가 담고 있는 의리(義理)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됨으로써 인재가 길러지기 어렵다
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조 때 예조판서 조익이 종전의 암송 위주의 배강(背講)에서 문의(文
義) 위주의 임강(臨講)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다(『인조실록』 권29, 12년 1월 경술
참조). 그러나 그는 단순히 배강을 임강으로 전환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서 및 교사의 부족이 해결되어도 가장 큰 문제는, 사서는 그렇다손 치더라
도, 삼경을 수험생들이 얼마나 잘 숙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일부 역량이 뛰어난 수험생들 외에
대부분은 대비가 불가능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전술한 바처럼 중국에서조차 수험생들에게 일
경만을 부과했을 정도로 삼경 학습은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조선의 과거시험에서
사서 삼경에 대한 임강 적용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배강 역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나마 장구에 대한 구두와 해석을 얼마나 잘 외우느냐를 판단하는 기준
이 있기 때문에(『인조실록』권29, 12년 1월 경술 참조) 수험생들이 경전 언해본(諺解本)을 외워 준비하
여 시험관 앞에서 제대로 암송만 하면 최고 점수인 ‘통(通)’을 받을 수 있었다(숙종실록 권15, 10년 10월
무오 참조). 이에 비해 임강은 장구의 단순 암기가 아닌 심층적 이해 수준을 시험하는 것이었던 바, 수
험생들로 하여금 배강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요구했던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암송 중
심의 배강을 개선하기 위해 문의 중심의 임강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특히 삼경을 부과한다는 원칙하에
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임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거시험에서 부과하는
경전 수의 경감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삼경 부과를 최소화하는, 다시 말해서 일경 부
과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당시 삼경강이 대세였던 상황에서 강경시험 방식의 개선은 요원한 일이었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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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예조에서 식년시 문과 강경제도를 개정하는 안건에 대해 논의에 붙인 적이 있었지만,
대신들은 사서 삼경을 강한다는 종래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회의적인 반응
을 보였다. 그들의 견해는 제도 자체의 변혁보다는 강을 할 때 수험생들에 대해 삼경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를 시험하거나, 삼경에 대한 점수 배점을 높이는 등의 운영 방법에 대한 내
실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경강에 대한 대신들의 의구심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의 글귀만을 겨우 해석하고 외움으로써 경학이 본래 추구하는 의리
의 체득을 경원시하는 당시 수험생들의 행태20)로부터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삼경을 강
하건 일경만을 강하건 수험생들의 행태를 고려할 때 부실한 경서 학습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험생들이 경전의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러한 시험방식의 전제조건이 강하
는 경전 수의 축소라는 점을 간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삼경은 사서와는 차원이
다른 내용의 난이성이 있어 삼경 전체에 대한 학습은 대단히 힘든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중국
의 경우 수험생들에게 일경만을 부과하려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숙종 때 우의정 남구만의 진언은 대단히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
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주자의 ‘학교사의(學校私議)’ 가운데 있는 규식(規式)을 모방하여 사서 외에 『시경』․『서
경』․『주역』․『춘추』를 자․오․묘․유 네 식년에 나누어 붙여서 돌려가면서 사서와 일경을 강
하게 하면, 송독(誦讀)하는 공부가 전보다 크게 줄어서 과거에 응시하는 선비 또한 장차 즐거워하
고, 사서에 치우치는 근심이 없을 것이며, 글이 능한 선비가 반드시 장차 그 선발에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또 제술로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식년의 강(講)에 응시하는 것을 어렵게 여겨, 애초에
감히 뜻을 내지 못하며, 인하여 경서 가운데 마침내 1부(部)도 익히는 바가 없으므로, 명경과 제술
이 서로 병폐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 법을 쓰면, 사람마다 사경(四經)을 습독하여 명경에서 인재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제술에 합격하는 자 가운데서도 반드시 경학의 선비가 많아질 것입니다.21)

이처럼 남구만은 주자의 ‘학교사의’를 참작하여 사서는 기본으로 하되 『시경』․『서경』․
『주역』․『춘추』의 네 경전은 매 식년마다 한 경전씩만을 순환적으로 시험하게 되면, 수험생

19)『숙종실록』 권15, 10년 10월 무오, “禮曹言, 文科講經變通事, 問于諸大臣, 皆以爲: “今雖變改舊式, 定爲
四書一經之講, 而亦難保其果有得人之效。毋寧因舊式講七書, 詳問文義, 多取生畫, 以爲取舍之地。”
20) 이원재, 앞글, 124쪽 참조.
21)『숙종실록』 권15, 10년 9월 갑술, “今倣朱子學校私議中規式, 四書外詩、書、易、春秋, 分屬於子、午、
卯、酉四式年, 輪回爲四書一經之講, 則誦讀之工, 大省於前, 應科之士, 亦將樂爲, 而四書無偏廢之患, 能文
之士, 必將多入其選矣。且製述應擧者, 以式年應講爲難, 初不敢生意, 因於經書中, 終無一部所習, 明經與製
述, 交相爲病。若行此規, 則人人習讀四經, 不但於明經得人, 凡於製述決科之中, 必多經學之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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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부담이 현저히 줄게 됨으로써 경전에 대한 내실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어 인재를 많이
선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응시생의 상당수가 그 동안 식년시에서 부과
하는 경서 강경시험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아예 별시에만 응시하려 함으로써 결국 경서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만일 이와 같이 부과하는 경전을 경감시킬 경우에는
경학에 대한 의욕을 갖고 준비함으로써 식년시에 응시할 수 있게 하거나, 나중에 제술시험에서
도 경학 지식을 갖춘 수험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복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남구만
의 제안은 당시 식년시 강경시험에서 부과하는 경전 수의 과다로 인해 생겼던 폐해22)들을 직시
22) 앞서 식년시에서 삼경강 고수 원칙이 가져온 폐해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러한 폐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반드시 고려해 봐야 할 것은 당시 수험생들의 자질 저하 문제로서, 단적인 예로 강경에서 만점
을 얻은 합격자가 서찰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조차 있었다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국가의 과제(科
制)는 3년에 한번 대비(大比) 하는데, 사서 삼경을 배강하여 송독(誦讀)하는 것이 익숙한 정도에 따라 취
하였다…근년 이래로는 강서에 나아가는 자가 점점 많아져서 10여 분(分)을 받는 자도 혹 끼지 못한다.
뽑힌 자는 외방의 우둔한 자가 많으므로, 강서 16분인데도 서찰도 읽지 못하는 자가 있다(『인조실록』
권50, 27년 3월 정축). 그런데 이 기사에서 보면, 이런 현상이 식년시 강경시험이 수험생들의 암송 능력
을 시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러한 부작용
의 원인이 식년시 강경시험이 배강이라는 방식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수험생들로 하여금 무조건
외워 응시하는 행태를 더욱 더 조장하게 한 배경에는 과도한 경전 부과 원칙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선전기 사료이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사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
된다. “훈련원 첨정 김수돈이 상소하기를… 다음은 과거의 시험 과목(科目)을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지
금의 과거법은 사서와 삼경을 모두 강하는데, 사서라는 것은 실로 성현의 학문을 배우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라 폐할 수 없지마는, 오경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사인(士人)들도 그 중에서 각각 일경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한계가 있는 역량을 가지고 사서와 삼경을 다 공부하게 되니, 정하게 하자면 힘이 모
자라고, 부정(不精)하게 하면 배운 것은 많으나 쓸데가 없습니다. 신이 듣건대, 거자들이 초시에 입격한
뒤에는 간단한 장구들을 죽 베껴 가지고 다니면서 읽기 쉬운 것만 읽고, 선유(先儒)의 주소(註疏)는 태
반을 지워 버린다 합니다. 그리하여 사서·삼경을 5∼6개월 이내에 대강 섭렵하고서, 시험 볼 때 가까스
로 한두 개의 훈고를 대답하면 이것을 조통이라 하고, 결국 가서는 제술로써 급제를 결정합니다. 도대
체 장구와 훈고도 제대로 다 읽지 못하는 처지에 의리(義理)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학
은 가히 구차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분량은 많아도 쓸데가 없는 것을 사람들은 모두 걱정
하는 것입니다(『중종실록』 권33, 13년 6월 임오).” 이 기사에서 보듯이, 수험생들이 경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 중에는 중국과는 달리 삼경 전체를 과거시험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어떤 한 경전도 내실
있게 하지 못하게 된 데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물론 배강 방식 자체가 암기 학습을 조장하는 중요한 원
인이라는 점도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만일 일경만을 부과할 경우 수험생들이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삼경 부과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학습의 내실화가 더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국 부
과하는 경전의 숫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시험문화 내에서는 경전 경감이 반드시 교육
의 내실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 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소 극
단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예들 들어 강경에서 사서 삼경 중 1서만을 시험한다고 한다면 수험생들은
시험 합격을 위해 가능한 한 온전하고 정밀하게 학습하게 됨으로써 경학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대로 사서 삼경 전체를 부과할 경우 시험 합격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경전마다 제대로 학습
하는 것은 역부족임으로 해서 발췌 암기 등 학습이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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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특히 종전처럼 삼경 부과가 아니라 매 식년마다 4경 중 한 경씩을 순환적으로 시험하게
함으로써, 결국 각각의 경마다 3년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학습 부담의 획기적인 경감
을 통해 삼경 학습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대단히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러한 제안은 전에도 그랬듯이, 식년시에서 삼경강을 일경강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조종(祖宗)의
성헌(成憲)인 법전[경국대전]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반대 여론의 벽에 부딪혀 관
철되지 못하였다.23)
그런데 남구만의 진언에서 언급한 주자의 ‘학교사의’는 한꺼번에 여러 경전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는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전기 때 여러 기회에 대신들
이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사서 외에 삼경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학습의 현실성이 없기 때
문에 중국처럼 일경만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남구만은 주자의 ‘학교사의’를 빌어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시의 반향 역시 조선전기와 마찬가지로 극
히 미미하였다는 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반대 이유에 대해 조선전기
에서는 여러 이유가 제시되었던 것에 비해, 조선후기에서는 소위 “조종의 성헌”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이 제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숙종 25년에는 명경과24) 운영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에 강경 대상 서적을
사서와 1경으로 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의미 있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못
했지만, 주목할 것은 이전의 명경과에서 강경 서적이 사서 오경이었던 것을 1경으로 축소시키
려 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강경을 위주로 하는 명경과에서 1경강을 주장했다는 것은 비록
그러한 주장이 수용되지는 않았지만 경전 학습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학습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감지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이처럼 식년시 문과에서 삼경를 강한다는 강경 규정은 이전부터 법전에 명시되어 있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사목(事目)의 형태로서 변
23)『숙종실록』 권33, 25년 4월 을축 참조.
24) 명경과는 조선전기에 문과 초시 초장을 제술로, 문과 복시의 초장을 강경으로 시험을 보임에 따라 경
학이 약화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 세조 6년에 처음 실시되었다. 명경과(시)에서는 초시에서 사서 삼경 시
험에 약통(略通) 이상 자를, 복시에서 칠통이략(七通二略) 자를, 전시에서 사서 중 1서, 오경 중 1경을 추
첨하여 시험보인 다음 여기에 합격한 사람을 문과 식년시 33인 정원 외로 뽑도록 하였다(이성무,
125-126쪽 참조). 명경시는 처음에는 식년 문과와는 관계없이 수시로 설행되다가 성종 10년에 명경시를
따로 열지 않고 식년 문과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해 독자적인 과명(科名)은 없게 되었다. 영
조 때의『속대전』에 의하면 명경시의 별설(別設)이 금지된 뒤에는 명경생은 제술생과 함께 문과 초시에
응시하고 이에 합격하면 문과 복시의 강경시에서 사서 오경을 수험하여 칠통이략을 얻을 수밖에 없었
다. 이에 이르러 명경시는 완전히 없어지고 문과 복시의 강경시가 명경시를 겸하게 되었다(조좌호, 앞
책, 2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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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별시에서만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별시의 경우 사서 및 일경에 대한 강경 원칙은 한 동안 유지되다가 영조대에 이르러
서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게 되었는데, 우선 먼저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판결사 박사수(朴師洙)가 상소하였는데 … 별시에는 오히려 사서와 일경의 강서가 있고 전시 때
에 또 책문으로 시험하므로 선비들이 경서를 익히 강독하고 학문에 힘썼으나, 중간에 별시가 정시
(庭試)로 변하여서는 변려(駢儷)의 말로 시험하므로 사람들이 다 자구(字句)를 표절하고 청백(靑白)
을 짝짓는 것을 힘써서 글을 읽고 글을 짓는 종자가 끊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천수표(千首表)를 만
들어 즉각 글 한 편을 짓되 쉬운 문리를 이어서 읽어 가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장옥에 들어가 한
번 길게 이어서 이것을 부르면 뭇 거자가 둘러싸서 이것을 베낍니다. 고관은 그 주객(主客)과 우열
을 가리지 못하여 잡되게 뽑고는 ‘이것은 운명이며 운수이다.’ 하며, 노실(老實)한 거자를 뽑는 것
은 열 가운데에서 한둘도 안됩니다. 그래서 조정에는 경술이 있는 재상이 적고 유악(帷幄)에는 학
식이 있는 강관(講官)이 모자랍니다 … 이 뒤로는 다시 단경(單慶)·합경(合慶)으로 증광을 설행하거
나 별시를 정시로 바꾸지 말고 모든 경사를 반드시 다 수차를 합치고 수년을 지내어 한 과시(科
試)를 설행하되 대비와 서로 사이에 끼우며 별시에는 강경을 없애지 말고 변려로 시험하지 말 것
이며…25)

이처럼 영조 재위 초기 이전부터 별시가 정시26)로 바뀌었고, 종전의 강경시험도 변려문27)으
로 교체됨으로써 결국 별시에서는 사실상 강경시험이 사라지게 된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비용 문제 때문에 별시를 정시 형태로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고,28) 서울 유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던 영조가 이들을 많이 합격시키기 위해 이들이 기피했던 강경를 제외시킬
필요가 있었을 뿐 아니라, 단 한 번의 시험을 치르는 정시에서 강경을 실시한다는 것은 당시
25)『영조실록』 권19, 4년 9월 신미, “判決事朴師洙上疏…別試, 則猶有四書、一經之講, 而殿試又試策問, 士
得以熟講經書, 肆力學問, 而中間別試, 變爲庭試, 試以騈儷之語, 人皆以剽竊字句, 媲對靑白爲務, 而讀書績
文之種子絶矣。世有做千首表, 立刻成篇, 而不能連續淺近文理讀過者。及入場屋, 一接長唱之, 衆擧子圍匝
而謄之。考官不辨其主客優劣, 而雜取之曰: “是乃命也, 數也。” 其拔老實擧子, 什不一二。於是乎廊廟少經
術宰相, 帷幄乏學識講官…臣願自今以後, 勿復以單慶、合慶, 設增廣別試, 變爲庭試, 凡諸稱慶, 必皆合數次,
過數年而設一試, 與大比相間, 別試勿除講經, 勿試騈儷…”
26) 정시는 대소의 경사가 있거나 중대사가 있을 때에 전정(殿庭)에서 거행하였으며, 국왕의 친림(親臨) 아
래 거행한 친림과이며 한 번의 시험에 의하여 급락을 결정하는 단거(單擧)이고, 시·부·표 중의 하나로써
시험한 사과(詞科)이며, 한 두 시간의 짧은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케 한 각촉시(刻燭試)로, 그 날 채점하
여 합격자를 발표한 즉일 방방이었다. 조좌호, 앞책, 116쪽 참조.
27) 변려문은 사대 외교와 관련된 문체로서, 넉 자 혹은 여섯 자의 구절이 기조가 되고, 구절이 대(對)를
이루며 전고(典故)가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읽을 때의 성조(聲調)를 고려하여 글자를 배열하고 압운을
하며, 미사려구로 인위적인 표현을 구사한다는 특징을 가짐으로써 사장 중에서도 가장 짓기 어렵고 그
로 인해 고도의 학습을 요구하였다. 차미희, 앞책, 100쪽 참조.
28)『영조실록』 권57, 19년 3월 갑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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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응시생들이 몰려들었던 현실을 생각하면 쉽지 않았다는 점29)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종전
의 과거시험에서의 강경시험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경감 차원을 넘어선 너무나 파격적인 상황
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서 삼경 강경 원칙이 고수되었던 식년시와 비교할 때 극단적인
불균형 현상이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
는 것은 당시 식년시보다 주로 별시로 몰렸던 수험생들의 경향을 고려할 때, 결국 경학의 세례
를 받지 못한 유생들이 그만큼 많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이는 교화가 국가 통치의
기본 목표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사서 삼경을 시험하는 식
년시가 있었기는 했지만, 수험생들이 대체로 이를 기피하려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
화로 인해 결국 그들로 하여금 경학에 훈도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마저 사라지게 된
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 우려할만한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당시 위정자들 사이에
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 결과 별시 제도에서
또 다시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 중에 특기할 만한 것은 영조대의 일련의 개혁이다.
먼저 언급할 것은 다음과 같은 영조 35년의 별시사목이다.

경과(慶科)의 별시 사목(事目)으로 삼경 중에서 1건을 자원(自願)에 의하여 추첨하여 1편(篇)을
전부 배송(背誦)토록 하되 한결같이 명경과(明經科)의 규정과 같이 하며, 사서(四書)는 그만 두게
하였다.30)

이처럼 별시사목의 내용은 첫째, 삼경 중에서 자원하는 1경을 대상으로 추생 1편을 배송한다
는 것이었으며, 둘째, 사서는 제외시킨다는 것이었다. 앞서의 별시와 비교할 때 특이한 점은 사
서를 제외시키고 1경만을 강하기로 했다는 것인데, 그 설행 이유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으나
별시에서도 강경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31)과 강경을 실시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
문에 강경 대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삼경 중에서 1경만을 대상으로 강하기로 하되 그 대신
사서는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일경강 조치가 그 동안 별시에서 강경시험이 제외되
어 수험생들의 경학 수준이 저하되었던 것을 고무시키기 위해 수험생들의 경학 부담을 증가시
키는 것이었지만, 종전의 별시와는 달리 사서는 제외한 일경 강경이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학
습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큰 문제는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한 동안 강경시험이 시행되
29) 차미희, 앞책, 117쪽 참조.
30)『영조실록』 권93, 35년 4월 무인, “命慶科別試事目, 三經中一件, 從自願抽籤, 沒一篇背誦, 一如明經之規,
而四書置之。”
31)『영조실록』 권19 4년 9월 신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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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부담은 있었을 것이다.
그 후 일경강에 대한 영조의 입장은 더욱 더 굳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대사성의
진언을 받아 들여 과강법(科講法)을 창설함으로써 제술로 등과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경 하나를
배송하여 등수를 내렸다든가,32) 대과 합격자들에게 3경 중 1경을 면강(面講)으로 시험보이는 것
을 법으로 삼으라고 하명하였던 것33) 등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강경 제도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이 영조 말년에 이
르러서는 더 이상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당시 다수의 신하들은 일경강 제
도를 다시 실시할 것을 건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년의 일경강(一經講)은 참으로 좋은 규례인데, 한스러운 것은 시행한 것이 오래지 않은 것입
니다. 번번이 증광시․별시의 초시 뒤에 기묘년의 별시에서 한 것과 같이 한 경서를 배강하면, 법
은 몹시 잗달다는 한탄이 없고 선비는 경서에 통달하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34)

면시(面試)하는 규례는 사체(事體)의 득실(得失)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경강을 잠시 행
하다가 중도에 폐지한 것으로 말하면 참으로 아깝다는 의논이 많으니, 이번 대비과(大比科)를 당하
여 이미 행하였던 규례를 다시 밝혀 행해야 하겠습니다.35)

그러나 당시 즉위 전에 왕세손으로서 진언을 접했던 정조는 과거와 관련된 법규를 고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니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고 대조(大朝), 즉 영조에게 여쭈어 처리하겠다고
하였지만, 아마도 영조의 승하로 인해 비답을 얻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후 왕위에 오른 정조는 즉위 직후 과거제의 폐단에 대한 장문의 윤음(綸音)을 내렸는데,
학자 군주답게 과거제도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예리한 안목이 반영하고 있었다. 정조는
그 윤음에서 그 동안 과거 개선에 대한 수많은 논의 중에서 주자의 ‘공거의(貢擧議)’가 가장 설
득력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모방하여 경사(經史)를 해마다 각각 달리하여 시험하는 규
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36) 이것은 결국 관철되지 못했으나, 정조 역시
32)『영조실록』 권102 39년 12월 임진 참조.
33)『영조실록』 권113 45년 10월 갑술 참조.
34)『영조실록』 권127, 52년 1월 임오, “頃年一經之講, 實爲良規, 所恨行之未久。每於增別初試之後, 背講一
經, 一如己卯別試之爲, 則法無苛細之歎, 士有通經之美矣。”
35)『영조실록』 권127, 52년 2월 경술, “面試之規, 事體得失, 未知如何, 而至於一經之講, 乍行中廢, 實多可惜
之議, 當此大比之科, 宜申已行之規。”
36)『정조실록』 권1, 즉위년 5월 무술 참조. 당시 실학자 중 유수원과 이익도 주자 공거의에서의 經史分年
之規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조원래, 앞글, 295-296쪽 참조), 정약용 역시 각 식년마다 윤차적으
로 각기 다른 과목들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이병휴, 앞글, 101쪽 참조)했던 점에서 주자 공거의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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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의 과거법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경전을 부과함으로써 생기는 폐단을 직시하고, 경전들을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시험함으로써 학습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일경강을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정조가 즉위한 이후로 넘겨질 수밖
에 없었는데, 정조 즉위년 당시 행 부사직 조명정이 다음과 같이 일경강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는 상소를 올렸다.

일경의 시강(試講)에 있어서는 뭇 의논이 설혹 분분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의 생각으로는
없앨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대개 신도 역시 이 규정이 진선 진미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돌
아보건대 오늘날의 세상은 요행을 능사로 여겨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 풍습이 되어, 여염의 사이
에 장차 독서하는 종자가 끊어지게 되었으니, 이는 진실로 소소한 근심거리가 아닙니다. 만일 이
번에 이런 절차를 두어, 억지로라도 책을 읽게 하여 한 경서라도 외울 수 있게 한다면, 그 효과가
전혀 책을 펴지 않는 것보다 나을 듯합니다.37)

이를 계기로 정조는 일경강 제도를 지속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여러 신하들에게 의논케 하
였는데, 이 때 이 문제를 둘러싸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열띤 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우선 당
시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38)

<반대론>
1. 영의정 김상철: 사습이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 다양한 술수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실
시하지 않는 편이 낫다.
2. 규장각 직제학 서호수: 자원 1경이므로 다른 경서는 관심이 없게 되고, 시험관이나 응시자
나 문의보다는 구두가 틀리지 않은가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실 있는 인재가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다.
3. 겸 호조판서 채제공 : 왕 즉위 초에 과거제도를 고칠 필요가 없다.

<찬성론>
1. 우의정 이휘지: 쓸데없는 것을 외우게 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지금처럼 전혀 글을 읽지 않

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7)『정조실록』 권1, 즉위년 6월 임자, “而若其一經之試講, 群議設或有參差者, 臣意則以爲不可無。蓋臣亦非
以此規爲盡善盡美。顧今之世, 僥倖爲能, 悠泛成習, 閭閻之間, 將絶讀書種子, 此實非細憂。今若設此節拍,
使其勉强讀書, 能誦一經, 則其爲效似勝於全不開卷。”
38)『정조실록』 권9, 4년 6월 신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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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는 낫다.
2. 영중추부사 정홍순: 강서는 중간에 폐지되기는 했으나 국초부터 실시해 왔던 것이고, 일경
강은 이미 선조[영조]에서 시험한 규례가 있어 처음 시행하는 일도 아니니, 그 사례를 본
받아 영구히 시행해야 한다. 이로써 과거 폐단을 바로 잡고 선헌(先憲)을 준수하는 도리를
행할 수 있다.
3. 규장각 제학 김종수: 일경강이 부질없이 읽기만 하는 것이 될지라도 경을 소홀히 했던 제
술생이 한 경을 읽는다면 읽지 않는 것보다 낫고 최소한 폐해는 없을 것이다.
4. 규장각 직제학 정민시: 절일제(節日製)에서 이미 강경을 한 적이 있으므로 일경강을 실시
해도 무방하다.
5. 공조판서 이복원: 합격의 기준을 구두가 아닌 문의에 두는 것을 공고히 하면 일강경은 오
래도록 폐단이 없을 것이다.
6. 행 부사직 홍낙명: 강과(講科)의 합격 여부가 구두보다는 문의에 의해 결정되도록 한다면
일강경은 보람이 있을 것이다.
7. 예조판서 김익: 제술공부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배강을 임강으로 바꾸어 구두를 숭
상하지 말고 문의를 취한다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8. 교리 강침․이경일, 수찬 윤상동, 부수찬 김이희․유맹양: 정시에 초시를 두어 입격한 사
람이 삼경 중 자원하게 해 배강하게 하여 통 이상을 뽑아 급제를 내리고, 별시의 일경강에
서는 찌를 뽑아 배강하되 입격한 뒤에 회시에 나아가게 하되 영조 기묘년(영조 35년) 규정
을 준수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다.

이상과 같이 일경강을 지속할 지 여부에 대한 대신들의 논의는 대체로 찬성론으로 기울었음
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찬성론자들의 일경강 찬성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
을 것이다. ① 일경강 제도로 인해 한 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옛날보다는 책을 읽게
된다. ② 제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국초 또는 선조대에 실시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찬성론자들 중에는 몇 명은 일경강 운영
조건이 구두의 정확성보다는 경의 문의를 이해하는 것을 중시해야 한다는 일종의 조건부 찬성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반대론자들의 반대 이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
시 대부분의 대신들이 일경강 제도가 단순히 한 가지 경만을 의미없이 암기하는 것으로만 끝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반대론자들은 일경강
제도가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폐단을 쉽게 시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사람들이고,
조건부 찬성론자들은 배강을 임강으로 바꾸어 문의를 시험하게 되면 극복이 될 수도 있다고 보
는 입장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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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처럼 별시에서는 일경강으로 경감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식년시 문과에서 만일 강경시험이 여전히 사서 삼경을 부과하고 있었다면, 조선 후기
동안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관련하여 이러한 규정이 현실적으로 적정한 지에 대한 검토가 있
었어야만 했다. 다음의 기사는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영의정 김상철이 차자를 올리기를…아! 우리 조정에서 선비를 뽑는 법 중에 식년의 과거를 가
장 중요시합니다. 대개 그 선발의 취지는 강경과 제술을 겸비한 인재를 뽑는 의미를 취한 것입니
다. 그런데 저 제술하는 선비는 칠서(七書)를 다 외우려고 할 경우 비록 일생을 다 바치더라도 성
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의 자제 중에 응시하는 자가 매우 적고 33인의 과방에
서 실용적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조 조의 고상(故相) 조익이 배강을 임강으로 바꾸
고 오로지 글 뜻만 물어보자고 요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숙종 조의 고상 남구만은 사서
중 하나만 강을 시킬 것을 요청하였고, 민정중도 강경은 대문을 위주로 하고 제술은 생획을 뽑자
는 의논을 올렸습니다. 지금 만약 원래 정원 중 몇 자리만 별도로 삼경의 회시로 만들어 삼경에
통달한 사람을 많이 얻는다면, 비록 오늘 과거에 합격하여 내일 경서를 강론하는 반열에 두더라도
손색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바라건대, 조정의 의논을 널리 문의하여 절목을 강
론하여 만드소서.39)

이처럼 당시 학생들이 가장 비중이 컸던 식년시 문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칠서, 즉 사서 삼
경을 모두 외어야만 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40) 당시 영의정 김상철은 이러
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조선 후기 동안 이루어졌던 학습 부담 경감 노력들을 열거하고 있으
며, 동시에 앞으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41). 그런데 그가 제안했던 학습 부담을 줄여 주려는
39)『정조실록』 권10, 4년 12월 신미, “領議政金尙喆上箚曰: … 噫! 我朝取士之法, 最重式年之科。聚爲其選,
取講製全才之意。而惟彼製述之士, 盡誦七書, 則雖盡一生, 而成功未易, 故京華子弟, 應擧絶少, 三十三人之
榜, 幾盡無實用之人也。仁廟朝故相趙翼, 至請變背講爲臨講, 專取文義。 肅廟朝故相南九萬, 請行四書一經
之講。閔鼎重亦獻講主正文, 製取生畫之議。今若取原額中幾窠, 別爲三經會試, 多得貫通三經之人, 則雖今
日釋褐, 明日置之橫經之列, 其無愧可知。惟願, 博詢廷議, 講成節目。”
40) 식년시에서 강경 및 제술 양 시험 모두 수험생들이 사서 삼경 전체를 섭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이었다. 그러나 김상철의 말처럼 칠서 모두에 대해 암기를 포함하여 온전히 학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였다. 이런 점에서 조선 초에 벌어졌던 강경파와 제술파 간의 치열한 논쟁이었던 소위 ‘강
제시비’는 공허한 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시비를 가리기 전에 당시 수험생들이 학습
가능했던 경전의 종류와 분량이 어떠한지를 고민하고 결정했어야만 했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선 전후기
를 막론하고 학습해야 할 경전의 과다로 인해 부정적인 쪽으로 학습의 변이가 발생함으로써 강경·제술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조선 초 강제시비에 관해서는 조좌호,「과거강경고」,『효
성조명기박사화갑기념불교논총』, 1965; 이성무,「선초의 성균관 연구」,『역사학보』35․36집, 역사학회,
1967; 박천규,「문과초장 강제시비고: 선초 과거제도의 성립과정에 대한 일고찰」,『동양학』6집, 단국대
학교부설동양학연구소, 1976; 박연호,「조선초기 교육의 목표와 강제시비」,『교육사학연구』4집, 교육사
학회, 1992; 박종배,「조선전기 유학교육에서의 문학의 지위」,『교육사학연구』6․7집, 교육사학회, 1996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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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이 일부 정원에 한해 삼경 능통자를 선발하는 제도, 즉 사서를 면제하는 방안이었다는 셈
인데, 과연 제한적으로 삼경을 부과하는 과거시험을 별도로 설행하는 것이 당시 수험생들의 부
담을 얼마나 의미 있게 줄여줄 수 있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기사는 조선 후기에서 식년시에 응시하려는 수험생들을 배려하려 했던
보기 드문 상소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과거제에서 경전 경감과 관련한 실학자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과거 고시과목
에 대한 실학자들의 공통적 견해는 과목(科目)을 증설하고 고시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데에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다.42)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약용인데, 그가 제시하고 있는 시험과
목은 당시 기본 법전인『속대전』에 기재된 시험과목보다 훨씬 규모가 컸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의 실정에 비춰 볼 때 그 같은 엄청난 규모의 과목 편성은 비록 다양한 과거들을 식년시 하나
로 줄여 학습할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이 될 수밖에 없
었다. 따라서 감당해 내기 힘든 그러한 어려운 조건 때문에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기대하기
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43)

Ⅴ. 맺음말
조선후기는 전기와 비교할 때 수험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경학의 내실화(궁극
적 의도는 보다 효율적인 유교이념의 내면화)를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논의들이 별로 발견되
지 않는다. 이는 이미 조선전기 논의 과정에서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현실주
의자들이 가능한 한 모든 경서를 학습하게 해야 한다는 명분론에 압도되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된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44). 또한 명분론의 결과물인 과거시험제도는 “조종의 성헌”이
라는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국왕의 입장에서는 개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과거시험에서 경전 경감을 위한 논의는 그만큼 어려워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1) 그런데 위의 기사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가장 획기적인 조치는 전술한 바처럼 선조대에 취
해졌던 자원 1서 및 1경에 대한 강경 원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조치가 전란 직후의 상
황을 고려한 임시방편이었다는 특별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42) 조원래, 앞글, 296쪽 참조.
43) 이병휴, 앞글, 102쪽 참조. 이밖에 실학자들이 구상했던 학생들의 학습 서적 내지 교과에 대해서는 우
용제, 앞책, 113-161쪽을 참조할 것.
44) 경전 경감의 명분으로 가장 설득력 있었던 사서와 일경만을 시험하는 중국 사례나, 사서 삼경 전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조선 수험생들의 부정적 행태들에 대한 지적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은 조선
후기 논자들이 그만큼 인식의 수준이나 적극성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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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시험하는 경전의 숫자를 줄여 줌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
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간헐적이긴 하지만 제기되어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은 의사결정권이 국왕에게 귀
속되어 있었다는 당시 현실을 고려할 때 무리한 처사이다. 따라서 그들이 자신들의 직분에 따
른 제안를 한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위정자들은 식년시에서 사서 삼경 강경을 고수하려 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별시(정시)
에서는 강경시험 자체를 제외시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결국 식년시는 식년시대로, 별시는 별
시대로 수험생들의 경학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학생들이 왜 학습이 필요하고, 어
떤 경전들을 읽어야 하며, 그 학습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현
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지 등등 기본적인 교육적 관심과 안목이 결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그들은 국가의 시험제도가 교육에 대한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는 사실을 직시하
고 시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러한 교육적 고민을 치열하게 했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만일 그러한 고민이 있었다면 보다 합리적인 시험제도가 마련됨으로써 경학이 좀
더 내실화되지 않았을까 싶다.
앞서 살핀 정조 때 영의정 김상철의 “칠서를 다 외우려고 할 경우 비록 일생을 다 바치더라
도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라는 언급45)은 우리로 하여금 착잡한 생각을 갖게 한다. 결국 조선
시대 내내 식년시는 수험생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사서 삼경 암기를 요구해 왔었던 셈이고,
그 과정에서 당시 수험생들이 겪었을 심신의 고통이 어떠했는지 우리로서는 가늠조차 쉽지 않
다. 생각해 보면 중국과 동일하게 사서와 일경만을 시험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나마 이것마저도
수용되지 않았지만, 조선의 수험생들에게는 그리 의미 있는 개선책은 아니었을 것이다. 무작정
사서 삼경을 학습해야 한다는 명분론은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많은 부작용만을 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명분론은 조선시대 위정자들의 치명적인 과오였다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시 식년시의 경우 사서 삼경 강경 원칙의 고수를 통해 국가적으로 경학의 중
시라는 명분을 확보하면서, 수험생들의 경전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별시에서는 사서 및
일경 강경, 혹은 일경강, 혹은 강경 제외라는 이중 전략을 구사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특히
당시 식년시보다는 별시에 응시하려는 수험생 인구 비중이 과도하게 많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당시 수험생들이 느꼈던 경학에 대한 부담은 그리 큰 것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45) 물론 이전에도 이런 취지의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인조 때 “사서 삼경을 시험보이는
것도 과다하다고 염려되는데,『근사록』을 추가해서 시험보이는 것은 어려울 듯 합니다”(『인조실록』
권29, 12년 1월 경술)라는 대신의 언급이 있다. 그러나 이는 김상철의 말만큼 그 어려움의 절실함이 잘
나타나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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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iscussions concerning Reduction of the
Classics in Civil Examinations in the Late Joseon-Dynasty

Lee, Won-Ja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spects of the discussions concerning reduction of the Classics in civil
examinations in the late Joseon-Dynasty. Especially, the main concern of the study is how many efforts
they made to lighten the learning burdens of students preparing for civil examinations. And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re being discussions concerning reduction of the Classics in civil examinations, they were
much less than in the late Joseon-Dynasty. In addition, the ministers who suggested the opinions that
the Classics should be reduced could point out clearly the facts that Chinese students learned the Four
Books and one Classic only in that time and that test of full Classics generated so many evils in Joseon.
Secondly, the kings refused the suggestions that the number of Classics in the regular civil examination
should be reduced, insisting that the examination regulations are made by the former kings.
Thirdly, test of Classics were eliminated in most of regular civil examinations in the latter parts of the
late Joseon-Dynasty. Nevertheless, this was not achieved by the suggestions of ministers.

Key words : late Joseon-Dynasty, civil examinations, reduction of Classics, Four Books, Three Classics

논문투고일 : 2010. 2. 22 / 심사일 : 2010. 3. 5 / 심사완료일 : 2010. 3.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