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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태실이란 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의

식과 절차를 거쳐 길지에 를 묻은 시설을 말한다. 

즉, 태는 태어난 아기의 생명선이며 근원이라 하여 

예로부터 소중하게 다루었는데, 특히 조선왕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태를 전국의 를 골라 을 

만들어 하였다. 

이러한 태실은 아기태실과 가봉태실로 구분된다. 

아기태실은 최초로 설치한 태실을 말하며, 가봉태실

은 아기태실의 주인공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아기태

실에 추가로 화려한 석물을 치장하여 가봉을 한 것을 

이른다. 아기태실의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외형은 

일반 민묘와 비슷한데, 지하에 광을 파고 그 가운데

에 (이하 ‘ ’이라 함)을 안치하고 지상에

는 무덤과 같이 봉분을 만든 후 그 앞에 비석을 세워

서 완성한다. 물론 태함 안에는 태를 넣은 내호와 이

를 다시 보호하는 외호를 넣고 그 옆에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태지석을 비스듬히 세워 넣는다.01

지금까지 태실은 고고학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1991년 강원도 원주시 복란태실02의 발굴

을 시발점으로 1994년 충북 청원군 산덕리태실03이, 

1996년 경기도 서삼릉태실04과 1999년 경북 영천시 

인종대왕태실05이 발굴되었으며, 2006년 경북 울진군 

월송리태실06과 2008년 경북 영주시 의소세손태실07 

등 6개소가 발굴되었다. 이로 인해 태실에 대한 연구

는 대부분 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헌적인 연구에 

치중되어 왔다. 그러나 이렇게 발굴조사가 진척되면

서 고고학적으로도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사실 태실유적지를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도굴 또

는 민묘의 조성 등으로 훼손되어 그 원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며, 태함들이 파헤쳐져 노출되어 있는 

곳이 많다. 또 문헌기록도 부족하여 대부분의 태실지

가 누구의 것이며, 언제 조성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실

정이다. 그러므로 최초에 조성된 아기태실의 유물인 

아기비, 태지석, 태호와 태함 등은 태실이 설치되는 

시기를 알려주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만약 이들 유

물들의 양식을 설정한다면 태실의 주인공과 조성시기

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태실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을 시도하여 일차

적으로 아기비의 양식을 설정08한 바 있다. 

이번 연구는 태실의 양식에 대한 그 이차적인 작

업이다. 먼저 전국에 산재한 태함의 자세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장태한 시기를 바탕으로 태

함을 순서배열하여 그 속성들을 분석하고 편년을 시

도하여 고고학적으로 양식이 어떤 변화과정을 거쳐 

전개되는지 살펴보겠다. 하지만 이미 태함의 양식에 

관한 연구가 윤석인09과 차순철10에 의해 선행된 적

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몇 기 안 되는 극소수

의 태함을 가지고 약 5백 년간의 조선시대 전 시기를 

양식 편년함으로 인해 태함 양식의 형식변화를 세밀

하게 그리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필자는 이러한 약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확

인된 조선시대 150여 개소의 태실 중에 유존하는 48

01 심현용, 2008, 「Ⅱ. 조선왕실의 태봉」 『조선왕실의 태봉』, 국립문화재연구소 
아기태실을 조사해 보면, 거의 대부분 훼손되어 원상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원주 복란 태실과 숙정공주·숙휘공주 태실, 청원 인성군 태실 등 복원을 
해 놓은 곳이 있는데, 모두 무덤처럼 봉분을 하고 앞에 비석을 세웠다. 그러나 강릉 경휘옹주 태실은 원형에 가깝게 남아있는데, 지상에 무덤처럼 봉분을 
만들고 그 앞에 비석을 세워놓았다.

02 한림대학교박물관, 1991, 『왕녀복란태실발굴보고서』

03 청주대학교박물관, 1997, 『청원 산덕리 태실 발굴조사 보고서』

04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서삼릉태실』

05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999, 『인종태실 발굴조사보고』

06 안동대학교박물관, 2008, 「월송리 태실지」 『울진 사동·정명·월송리 유적』

07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영주시 고현동 의소세손 태실 긴급발굴조사보고」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긴급발굴조사보고Ⅳ)』

08 심현용, 2006, 「조선시대 아기태실비의 양식과 변천」 『미술자료』 75, 국립중앙박물관

09  윤석인, 2000 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석인, 2000, 「조선왕실의 태실석물에 관한 일연
구-서삼릉 이장 태실을 중심으로-」 『문화재』 33, 국립문화재연구소

1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책, pp.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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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태함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렇게 태함

의 양식을 설정한다면 앞으로 각 태실유적지에서 조

사되는 태함만으로도 태실의 조성시기와 태주를 밝혀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장에서 태함의 명칭은 주인공이 확인된 것은 

을, 그렇지 않은 것은 태실이 위치한 을 

사용하였다. 태함의 현황순서는 제작시기가 빠른 것

부터 나열하였다. 그리고 태함의 구성은 덮개인 

과 태호와 태지석을 넣는 몸체인 으로 구분되는

데, 그동안 이 명칭에 대해 뚜껑은 , , 석함

의 뚜껑, 석함 덮개 등으로, 몸체는 , , 

, , 석함의 몸체 등으로 다양하게 불러왔다. 하

지만, 여기서는 태함의 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뚜껑

은 로, 몸체는 으로 명명하였다. 

○위치 : 경북 성주군 대봉2리 산65(조곡산)

태함은 함개만 도면11으로 확인된다. 함개는 한쪽 

모서리가 말각된 평면 방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상면과 하면은 모두 편평한 판석형이다. 장태

시기는 1401년 10월 8일로 추정12된다<그림 1>.

○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선석산)

태함은 1977년 보수시 조사된 사진13으로만 확인이 

된다. 함개는 평면 방형의 편평한 판석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방형으로 5개의 별석

11 이왕직, 1928, 『胎封』(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p.79

12  심현용, 2010, 「성주지역 태실과 생명문화관 전시방안」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관 컨텐츠 및 전시 방향 모색을 위한 관련 전문가 초청 학술세미나』, 성
주군, p.48, p.51

13  경북 성주군청에 당시 정화보수한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다. 이는 필자(2005a,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연구」 『박물관연보』 2, 강릉대학교박물관; 2010, 앞의 
논문)에 의해 자세히 발표되었다. 이하 금성대군과 단종 태함도 동일하다.

【 그림 1 】
【 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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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네 면을 판석으로 엇갈리게 조

립하여 큰 감실을 만들고, 그 바닥면에는 중앙에 평면 

원형(단면 반원형)의 홈을 파고 그 가운데에는 작은 구

멍을 뚫은 판석을 끼웠다. 장태시기는 1438년~1442년 

사이로 추정14된다<사진 1>, <그림 2>.

○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선석산)

태함은 1977년 보수시 조사된 사진으로만 살펴

볼 수 있다. 태함은 평면 방형의 함신만 확인된다. 함

신은 네 면을 판석으로 엇갈리게 조립하여 큰 감실을 

만들고, 그 바닥면에는 중앙에 평면 원형(단면 반원

형)의 홈을 파고 그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뚫은 판석

을 끼웠다. 함신은 모두 5개의 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장태시기는 1438년~1442년 사이로 추정15된다<사진 2>.

○위치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산8(선석산)

태함은 1977년 보수시 조사된 사진으로만 살펴

볼 수 있다. 태함은 평면 방형의 함신만 확인되는데, 

화의군과 금성대군의 함신과 동일하다. 장태시기는 

1441년 윤11월 26일16이다<사진 3>.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291-1(우면산)

이곳에는 함개와 함신 상부의 일부가 지상으로 노

출되어 있다. 함개는 한 돌로 만들었으며, 평면은 방

형으로 하부는 편평하나, 상부는 위로 올라갈수록 뾰

족하게 돌출되어 있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이 방형에 

가까운 원형이며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의 상부는 

위로 올라갈수록 내경하여 측면이 둥글다. 장태시기

는 1462년 5월 18일이다17<사진 4>.【 사진 2 】

【 사진 3 】

14 심현용, 2005a, 앞의 논문, pp.79~80; 심현용, 2010, 앞의 논문, pp.99~100

15 심현용, 2005a, 앞의 논문, pp.79~80; 심현용, 2010, 앞의 논문, pp.99~100

16 심현용, 2005a, 앞의 논문, pp.71~72, pp.79~80; 심현용, 2010, 앞의 논문, p.92, p.100

17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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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내 애기능

태함은 고려대학교박물관 뜰에 전시되어 있다. 함

개는 평면 원형의 편평한 판석으로 한 돌로 만들었

다. 그리고 함신은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

신의 평면은 마주보는 두 면은 직선이며 나머지 두 

면은 원형으로 되어 있으나 거의 원형에 가깝다. 함

신 내부는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

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 정확한 제작시기는 알 

수 없으나 분청자인화문태호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15세기에 장태된 것으로 추정18된다<사진 5>.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태봉산)

태함은 함개만 확인되는데, 태봉산 아래 민가로 

이동되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

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하부 내부는 평면 원

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장태시기는 1477년 6월 19일

이다20<사진 6>.

【 사진 4 】

【 사진 5 】 19 【 사진 6 】 21

18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a, 『조선의 태실』Ⅲ(지방의 태봉과 태실), 5~7쪽에는 이 태함에서 고려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된 국보 제177호 분청사기인화문태
호(내·외호)가 출토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고려대박물관 배성환 학예연구사에게서 확인한 결과, 이와 다름으로 바로잡고자 한다. 당시 공사 중 
애기능에서 2개소의 태실이 인접하여 발견되었으며, 국보 제177호 태호가 있는 태함은 발견 당시 깨어져 있어 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고려대박물관
에 소장된 태함에서 출토된 태호는 분청자인화문태호였다고 하며, 지금은 그 태호의 행방을 알 수 없다. 당시 태지석도 찾아보았다고 하나 공사로 인해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19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a, 앞의 책, p.6

20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94

2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조선의 태실』Ⅱ(조선시대 왕자·왕녀의 태실), p.55



215 Shim, Hyun Yong    

○위치 :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용문사)

이곳에는 함개의 상부만 일부 지상에 노출되어 있

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다. 이로 보아 

하부가 평편한 단면 반원형으로 추정된다. 장태시기

는 1478년 11월 12일이다<사진 7>.

○위치 : 경남 밀양군 무안면 삼태리(태봉산)

이곳에는 2개소의 태실(성종의 왕녀)이 위치하는

데, 경남 기념물 제29호로 지정되어있다. 태봉산 아

래 마을에서 함개만 확인되는데, 이는 태봉산 정산의 

동쪽 태실이 도굴되면서 이동된 것이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측면 반원형

이다. 하부 내부는 평면 원형으로 얕게 감실을 팠다. 

장태시기는 1481년 10월 9일이다22<사진 8>.

○위치 : 전남 순천시 서면 학구리(태봉산)

이곳에는 함개와 함신의 상부 일부가 지상에 노출

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

부는 평편한 단면 반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그리

고 함신은 상부 일부만 확인되지만, 평면 원형의 원통

22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94

【 사진 7 】 【 사진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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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다. 장태시기는 1483년 10월 15일이다23<사진 9>.

○위치 : 경북 상주시 모동면 상판리 산51(태봉산)

이곳에는 태함의 함신 2개와 함개 1개가 확인된

다. 함개는 상부만 일부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데, 평

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다. 함신 은 작은 구멍이 

뚫린 하부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내부에 

감실을 만들고 그 바닥에 구멍을 뚫은 것 같다. 함신

는 측면 일부가 노출되어 있는데,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원통형으로 추정된다. 장태시기는 안양군과 완

원군 모두 1484년 10월 10일이다24<사진 10>.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태장2동 산57

국립춘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

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으

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

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

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장태시기는 1486년 12월 29일이다25 

<사진 11>, <그림 3>.

○위치 : 경북 울진군 평해읍 삼달2리 산66

이곳에는 함개와 함신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하부 내

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그리고 함신

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

데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장태시기는 1487년 4월 

7일이다26<사진 12>.

【 사진 11 】 【 그림 3 】

23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94

24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43, p.45;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p.81, p.82

25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p.95~97

26 심현용, 2001, 「울진지역 태실에 관한 시고」 『고문화』 57,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159~165

【 사진 9 】

【 사진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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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기도 양주시 남면 황방1리 산57-1(태봉산)

태함 중 함신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함개는 태

봉산 아래 마을 민가에 이동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상부는 둥글고 하

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함개의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함신은 심하게 파손

되어 하부 일부만 남아 있는데, 작은 구멍이 뚫려 있

다. 이로 보아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내부에 

감실을 파고 구멍을 뚫었다. 장태시기는 1492년 7월 

17일이다28<사진 13>.

○위치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상색1리 산110(태봉산)

이곳에는 태실이 잘못 복원되어 태함이 지상으

로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

27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64

28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p.97~98

【 사진 12 】 【 사진 13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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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 함개 상부는 둥그나 정상부는 약간 편평하

게 하였으며,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함개

의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그

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

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

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장태시기는 1492년 

9월 7일이다29<사진 14>.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1리 산37(태봉산)

이곳에는 함개 상부 일부와 함신 상부 일부만 지

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내부에 평면 원형의 얕

은 감실을 팠으며, 한 돌로 만들었다. 이로 보아 함

개는 평면 원형에 단면 반원형으로 추정된다. 그리

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

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다.30 장태시기는 

1493년 5월 4일이다31<사진 15>.

○위치 : 경북 상주시 화서면 상현리 377-1

이곳에는 태함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상부를 둥

글게 하였으나 정상부에서는 약간 편평하게 하였으

며,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장태시기

는 1501년 7월 2일이다32<사진 16>.

【 사진 15 】

29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98

30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167

31 조선총독부, 1942,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p.5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49

32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98

【 사진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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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2리 산30-1(태봉산)

이곳에는 함개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장태시기는 1501년 9월 

12일이다33<사진 17>.

○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산225-2

이곳은 발굴조사34되어 태실의 구조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

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한 돌로 만들었

다. 하부 내부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그

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

【 사진 16 】

【 사진 17 】

33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69;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p.86

34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999, 앞의 책

【 사진 18 】 【 그림 4 】

【 사진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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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

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장태시기는 1521년 

1월 17일이다35<사진 18>, <그림 4>.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함양리 90(태봉산)

이곳에는 태함이 태봉산 아래 마을에 이동되어 있

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

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하부

의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그리

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

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다. 장태

시기는 1523년 윤4월 13일이다36<사진 19>.

○위치 : 경남 의령군 칠곡면 외조리 48(안태봉)

태함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

원형이며,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하부의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내부에 평

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다. 장태시기는 1528년 3월 

13일이다38<사진 20>.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1리 산58-4(태봉산)

이곳은 함개의 측면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

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으며, 상부

가 둥글고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장태시기

는 1544년 ?월 ?일이다40<사진 21>.

【 사진 20 】 39

35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99

36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99쪽에서는 오타로 인해 ‘4월 13일’ 앞에 ‘윤’자가 빠졌으므로 여기서 바로잡는다.

37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83

38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99

39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76

40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0

【 사진 21 】

【 사진 19 】 37



221 Shim, Hyun Yong    

○위치 : 대구광역시 북구 연경1동 산85(태등산)

이곳은 도굴로 인해 태함의 상부가 노출되었다.41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측면에는 

4개의 돌기(귀)가 장식되어 있다. 장태시기는 1581년 

4월 1일이다42<사진 22>.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1리 212(태봉산)

이곳은 함개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

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

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측면에는 4개의 돌

기(귀)가 부착되어 있으나 1개는 파손되었다. 장태시

기는 1584년 7월 25일이다43<사진 23>, <그림 5>.

○위치 : 충북 청원군 문의면 산덕리 산411

이곳은 발굴조사44로 태실의 구조를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측면에는 4개의 돌기(귀)가 장식되어 있으며, 

하부의 내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방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

었다. 함신의 측면에도 4개의 돌기(귀)가 장식되어 있

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

【 사진 22 】

41 심현용, 2005b, 「대구 광해군태실 고」 『향토문화』 20, 대구향토문화연구소

42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0

43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100~101쪽에는 ‘비는 1584년에 세워졌으나, 1586년 7월 25일에 고쳐 세웠다.’로 되어 있으나, 이는 오타로 인한 것이므로 여기
서 ‘비는 1584년 7월 25일에 세워졌으나, 1586년 12월 6일에 고쳐 세웠다.’로 바로잡는다.

44 김영진·박상일, 1997, 「청원 산덕리 태실발굴조사 보고」 『청주대학교 박물관보』 10, 청주대학교박물관

【 사진 23 】

【 그림 5 】



222MUN HWA 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3

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장태시기는 1589년 

2월 25일이다45<사진 24>, <그림 6>.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호저면 산현리

이곳은 도굴46로 인해 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하부의 내

부에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그리고 함

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

데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장태시기는 1601년 4월 

30일이다47<사진 25>.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수원동(태봉산)

태함은 대전광역시향토사료관 앞 마당에 전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가 편

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하부의 

내부에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그리고 함신

45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2

46 문화재관리국, 1969.9, 『문화재』 4호, 192쪽의 문화재관계뉴스 참조

47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3

48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103

【 사진 24 】 【 그림 6 】

【 사진 25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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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내

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태지석에 ‘

/ (전) 

(후)’라는 기록49으로 보아 장태시기는 

1608년 10월 7일이다<사진 26>, <그림 7>.

○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태함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뜰에 전시되어 있

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

평한 단면 반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그리고 함

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태

지석에 ‘ / 

/ (전)’라는 

기록50으로 보아 장태시기는 1625년 3월 25일이다

<사진 27>.

○위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태봉산)

이곳에는 함개만 일부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

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으며, 하부 내부

에는 평면 원형의 얕은 감실을 팠다. 이로 보아 단면 

반원형으로 추정된다. 장태시기는 1647년으로 추정51

된다<사진 28>.

49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p.120

50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106

5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c, 앞의 책, p.154

52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c, 『조선의 태실』Ⅰ(조선시대 국왕의 태실), p.73

【 사진 27 】

【 사진 28 】 52

【 사진 26 】 【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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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관덕1리(태봉산)

이곳에는 숙명공주와 숙경공주의 태실이 함께 조

성되어 있다. 태함은 도면53으로만 살펴 볼 수 있는

데,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

로 상부가 둥글고 하부가 편평한 단면 반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측면에는 4개의 돌기(귀)가 장

식되어 있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내부에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파고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장

태시기는 1660년 10월 2일이다54<그림 8>.

○위치 : 충북 청주시 낭성면 무성리 산6-1

청주시 문의문화재단지 내 문화유물전시관에 소

장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의 정상부가 

뾰족하고 하부는 편평한 단면 원추형으로 한 돌로 만

들었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상면에는 뚜껑받이 턱이 있고 

내부는 평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

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55 장태시기는 1695년 

1월 28일이다56<사진 29>.

○위치 : 충남 예산군 대술면 궐곡1리(태봉산)

태함은 함신만 태봉산 아래의 민가에 옮겨져 있다. 

함신은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상광하협의 절구형으

로 평면 원형이며,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내부는 평

면 원형의 감실을 깊게 팠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

은 단면 역삼각형이다.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

53 이왕직, 1928, 앞의 책, p.65, p.69

54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5

55 이규상, 2005, 『한국의 태실』, 청원문화원, p.276~277

56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p.107~108

57  이용운 씨(남, 1916년생, 충남 예산군 궐곡1리 80) 집 마당에 있다. 몇 십 년 전 도굴되어 개울가에 방치된 태함을 주워왔는데, 함개는 보관하다 잃어 버렸
다고 한다.

58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118;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pp.101~10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국역 태봉등록』, pp.109~112

【 사진 29 】

【 그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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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팠으나 함신을 관통하지는 않았다. 소장자57에 의

하면,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는 둥글고 하부가 편

평한 단면 반원형이며,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하부의 

내부에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한다. 장태시

기는 1699년 9월 29일이다58<사진 30>, <그림 9>.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산127

태함은 ‘태실 정비 중 확인된 석함은……밑돌은 화

강암 재질의 안지름 60cm, 높이 60cm, 두께 13cm 크

기이다. 밑바닥에는 지기가 통할 수 있도록 작은 구

멍을 뚫어놓았다. 석함의 덮개돌은 전체 지름 93cm, 

높이 30cm 크기에 윗부분은 보주형의 꼭지를 조각하

였다.’라는 기록59으로만 살펴볼 수 있다. 이로 보아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상부에 보주를 장식한 단면 원

추형으로 추정되며, 한 돌로 만들었다. 그리고 함신

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추정되며, 한 돌로 만들

었다. 장태시기는 1728년 10월 8일이다.60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성은1리(태봉산)

태함은 태봉산 아래 노인회관 앞 마당에 이동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의 측면을 수직으로 하고 상부로 올라갈수록 뾰족하

게 하였으며, 하부는 편평한 단면 원추형으로 상부에 

보주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

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장태시기는 1732년 3월 

27일이다61 <사진 31>.

【 사진 30 】

【 그림 9 】

59 연천문화원, 1995, 『향토사료집』, pp.681~619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221쪽에서 재인용)

60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앞의 책, pp.187~190

61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앞의 책, pp.237~244;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121

【 사진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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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2리

이곳에는 함신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측면을 수직으로 하고 하부는 내부에 

얕은 감실을 파지 않아 편평한 단면 원추형으로 상부

에 보주를 장식하였다. 그러나 보주는 파손되어 평

면 방형의 흔적만 확인된다. 장태시기는 1733년 5월 

24일이다62<사진 32>.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곡리(태봉산)

태함은 무봉2리 마을회관 앞에 이동되어 있다. 함

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측면

을 수직으로 하고 상부는 나지막하게 둥글며,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에 가까운 원추형으로 상부에는 

아주 낮게 돌출된 평면 원형의 보주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

었다. 장태시기는 1735년 11월 26일이다63<사진 33>.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읍 만세교1리 산47

태함의 함개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

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의 측면을 수직

으로 하고 상부는 나지막하게 둥글며,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에 가까운 원추형으로 상부에는 아주 낮

게 돌출된 평면 원형의 보주를 장식하였다. 장태시기

는 1738년 3월 26일이다64<사진 34>.

○위치 : 충남 당진군 순성면 성북1리(태봉산)

태함은 함신의 일부만 지상에 노출65되어 있었으

나, 태봉산 정상부에 전선 철탑을 세우면서 행방을 

62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앞의 책, pp.246~248

63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9

64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09;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앞의 책, pp.300~305

65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p.125~126 사진 참조

【 사진 32 】

【 사진 33 】

【 사진 34 】

【 사진 35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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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없다. 사진에 의하면, 함신 내부에 한 면이 둥

근 방형의 감실을 팠다. 태지석에 ‘

/ / / 

  ’라고 기록67되어 있고, 『태봉등록』에 

‘금년 경신년 9월 29일 자시에 출생한 옹주 아기씨 장

태의 일을 전교 받았습니다. ……장태 길일을 오는 11월 

28일 묘시로 하였으며, ……’라는 기록68으로 보아 장태

시기는 1740년 11월 28일이다<사진 35>.

○위치 : 경북 영주시 고현동 산7

이곳은 발굴조사69되어 태실의 구조를 자세히 알

게 되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측면을 수직으로 하고 하부는 안쪽으로 얕게 파

내어서 바닥이 들린 모습의 단면 원추형으로 상부에는 

무문의 원좌가 있는 보주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함신

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내

부에 평면 원형에 한 면이 직선인 열쇠구멍모양의 감

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었

다. 또 함신 내부에는 주칠을 하였다. 태지석에 ‘

(앞) 

(뒤)’라는 기록70으로 보아 장

태시기는 1750년 12월 25일이다<사진 36>, <그림 10>.

66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p.125~126

67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p.103

6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a, 앞의 책, p.306

69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앞의 책

70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pp.108~109

71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c, 앞의 책, p.93

【 그림 10 】

【 사진 36 】 【 사진 37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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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산133(계족산)

태실은 원 위치에서 옆 봉우리로 이동되어 복원됨

으로 인해 태함은 사진72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 함개

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측면을 수

직으로 하고 하부는 편평한 단면 반원형에 가까운 원

추형으로 상부에는 보주를 아주 낮게 흔적만 장식하

였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

로 만들었다. 함신 내부에는 감실을 깊게 팠다. 장태

시기는 1753년 1월 21일이다73<사진 37>.

○위치 : 충남 예산군 광시면 월송1리(태봉산)

태함은 대흥면사무소 옆 대흥군의 옛 관아인 대흥

동헌 내로 이동되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

로 만들었다. 함개 측면을 수직으로 하고 하부는 편

평한 단면 원추형으로 상부에는 보주를 장식하였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

었다. 함신 내부는 평면 열쇠구멍형의 감실을 깊게 팠

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장태시

기는 1753년 5월 13일이다74<사진 38>, <그림 11>.

○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4리 산58-5 (태봉산)

이곳에는 태함의 함신만 노출되어 있다.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신 내

부에 열쇠구멍모양의 감실을 깊게 팠으며, 그 바닥 

가운데에는 작은 구멍을 뚫었다. 장태시기는 1754년 

7월 25일이다75<사진 39>.

【 사진 39 】

72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c, 앞의 책, p.93; 한림대학교박물관, 1995, 『영월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p.363

73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p.109~110

74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111쪽에는 ‘비를 세운 시기는 1753년 7월 25일이다.’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타로 인한 것이므로 여기서 ‘비를 세운 시기는 1753
년 5월 13일이다.’로 바로잡는다.

75 심현용, 2006, 앞의 논문, p.111

【 사진 38 】

【 그림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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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산1-1

태함은 사진76으로만 확인된다. 함개는 평면 원형

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함개 상부는 둥글고 하부는 편

평한 단면 반원형이다. 그리고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

통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다. 태지석에 ‘

/ / / 

/ /   

(앞)’라는 기록77으로 보아 장태시기는 1790년 11월 

?일이다<사진 40>.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2리 산727(태봉산)

태실이 훼손되어 태실 석물들이 영평천변 소공원

(성동5리 640-1)에 옮겨져 있다. 태함의 함신만 확인

되는데, 함신은 평면 원형의 원통형으로 한 돌로 만

들었다. 『원자아기씨 장태의궤』의 기록78으로 보아 

1809년 8월 초9일 신시에 태어났으며, 장태는 1809년 

12월 21일에 행해졌다<사진 41>.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신일1리 산356(망산)

이곳에 함개 상부의 일부만 지상에 노출되어 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한 돌로 만들었으며, 측면을 수

직으로 하고 모서리는 말각하였으며, 상부는 편평하

게 하여 단면 장방형이다. 그런데 이곳의 태실조성

시기에 대해 서삼릉출토 태지석의 ‘ / 

/ / 

/   (앞)’라는 기록79과 『원자아

기씨 안태등록』의 ‘무오년(1858) 10월 17일 신시에 탄

생한 원자아기씨의 일등 태봉을 강원도 원주부 주천면 

복결산 아래 임좌 병향으로 낙점하였으며, 태를 묻을 

길일과 길시는 오는 기미년(1859)년 2월 25일 오시입니

다.’라는 기록80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태봉산 아래 유

존하는 금표비에 ‘ (앞)  (뒤)’라는 

기록으로 보아 1858년 10월 17일 출생81한 철종의 원자

로 1859년(철종 10)에 장태한 『원자아기씨 안태등록』의 

기록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며, 태지석은 일제강점기

【 사진 40 】

76 이규상, 2005, 앞의 책, p.106

77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p.74

7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b, 「원자아기씨 장태의궤」 『조선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 민속원, pp.21~45

79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앞의 책, p.112

80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원자아기씨 안태등록」 『국역 안태등록』, 민속원, pp.75~94

81 『조선왕조실록』 철종 9년(1858) 10월 17일조

【 사진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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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서삼릉으로 이전하면서 태지석을 다시 만들어 넣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82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장태

시기는 1859년 2월 25일이다<사진 42>.

○위치 : 충남 홍성군 구항면 태봉리(태봉산)

태함의 함개만 확인된다. 함개는 구항초등학교에 

옮겨져 있었으나,83 지금은 공사로 학교주변에 매몰

되었다. 함개는 평면 원형으로 측면이 수직이며, 내

부는 평면 원형으로 얕은 감실을 팠다. 그리고 함신

은 의궤85로만 알 수 있는데, 원통형에 평면 원형 감

실을 파고 그 바닥에는 구멍을 뚫은 것으로 추정된

다. 장태시기는 1874년 6월 8일이다86<사진 43>.

이 장에서는 장태 연대와 태함의 형상을 바탕으로 

태함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기별로 그 변화과정을 찾

아 태함의 형식과 변천을 분석해 보기로 하겠다. 

태함은 개석인 함개와 신석인 함신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화강석으로 만들었으나, 문조 태함처럼 대리석

으로 만든 것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함개와 함신 

모두 시간적인 변화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므로 함개와 

함신 모두를 편년의 결정적 속성으로 축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함개와 함신의 형식을 설정하여 보았다. 

함개는 한 돌로 만들었으며, 크게 판석형과 반원

형(반원형·귀달린 반원형) 및 원추형과 장방형으로 

나누어지며, 각 형태는 다시 그 세부적인 속성에 의

해서 분류될 수 있다.

판석형은 다시 윗면과 아랫면이 편평한 평면 방형

과 아랫면은 편평하나 윗면은 상부가 약간 뾰족한 평

면 방형, 그리고 평면 원형인 것으로 세분된다. 반원형

은 상부는 둥근 호형을 하였으며, 하부는 평편하나 하

부 안쪽에는 얕은 감실을 팠다. 귀반원형은 반원형과 

동일하나 측면에 4개의 돌기(귀)가 장식된 것이 다르【 사진 43 】 84

82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b, 앞의 책, p.233

83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c, 앞의 책, 111쪽 사진 참조

84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c, 앞의 책, p.111

8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b, 「원자아기씨 장태의궤」 『조선왕실의 안태와 태실 관련 의궤』, 민속원, pp.47~76

8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b, 앞의 책, p.52, p.73

【 사진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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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44 】

【 사진 45 】

다. 원추형은 원형의 하부가 상부로 갈수록 뾰족해진

원추형을 하였다. 이는 다시 상부에 보주가 장식된 것

과 없는 것으로 세분화된다. 또 장방형은 평면 원형에 

상부가 거의 편평하여 측면에서 보면 직사각형을 한

것이다. 이를 자세히 분류해보면 <사진 4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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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87

87 기호 ◯는 유물의 내부나 외부 등 완전히 확인할 수 없는 것이며, ●는 완전히 확인된 것, 그리고 ?는 유물이 없어 추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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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기호 는 태함 중 상부의 함개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며, 는 태함 하부의 함신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는 함개와 함신 모두 확인된 것이다.

【 표 2 】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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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신은 대부분 한 돌로 만들었으나, 화의군·금성대

군·단종처럼 별석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형태에 따라 

상자형, 원통형, 귀원통형과 절구형으로 구분된다. 상자

형은 평면 방형이며, 단면 직사각형으로 내부에 큰 감실

을 만들고 그 바닥면 가운데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원

통형은 평면 원형과 평면의 2면이 직선이고 나머지 면이 

원형인 형으로 나뉘나 모두 한 돌로 만들었다. 그리고 

내부에 감실을 깊게 파고 다시 그 바닥 중앙에 작은 구

멍을 뚫었다. 또 함신의 내부에 파인 감실의 평면 형태

에 의해서도 세분되는데, 원형과 일단벽호형의 방형, 그

리고 열쇠구멍형으로 나뉘어진다. 귀원통형은 원통형의 

측면에 4개의 돌기(귀)가 장식되었다. 절구형은 평면 원

형이며, 단면 사다리꼴형으로 내부에는 평면 원형(단면 

역삼각형)으로 감실을 파고 그 가운데에는 다시 작은 홈

을 팠다. 이를 분류해 보면 <사진 45>과 같다.

앞에서 살펴본 <표 1> 태함의 속성 분석에서 함개와 

함신의 유형분류 및 속성에 의해 형식의 변화과정을 분석

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그러므로 각 속성에 따라 

순서배열한 후, 그 속에서 편년적으로 의미있는 속성을 

가려내고 각 속성상태의 변화시기를 살펴 양식의 단계를 

설정해본 결과 <표 2>와 같이 4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이 시기의 태함은 A1 형(평면 방형의 판석형 함

개/상자형 함신)만 나타난다. 함개는 다시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판석형(A형)으로 평면은 방형이나 한

쪽 모서리를 둥글게 말각한 것과 온전히 방형인 것이 

있다. 함신은 평면 방형의 상자형으로 함개와 함신

은 별석으로 제작된다. 이러한 태함은 고려시대 인종

태실89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고려 인종 태함의 함개

는 평면 방형의 편평석이며, 함신은 4면을 장대석으

로 쌓아 평면 방형을 하고 감실도 방형인 상자형<사

진 46>으로 조선 초기에는 아직까지 고려시대에 유행

하는 양식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다. 

그 예로는 태종(1401. 10. 8), 화의군(1425. 9. 5), 

금성대군(1426. 3. 28)과 단종(1441. 11. 26)의 태함 등 

모두 4기이며, 제작시기는 15세기 1/4분기(1401)~15

세기 2/4분기(1441)이다<그림 12>.

이 시기에는 A2 1형(평면 방형의 상부 볼록한 판

석형 함개/단지형의 원통형  함신)과 A3 2형(평면 

【 사진 46 】

8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6 밀양도호부 산천조 및 『密州舊誌』·『密陽府邑誌』·『密州誌』 등의 문헌에 고려 인종태실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 고려 인종태
실은 경남 밀양군 초동면 성만리 215번지의 태봉산(구령산) 정상에 위치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논고를 달리하여 자세히 발표하기로 하겠다.



235 Shim, Hyun Yong    

원형의 판석형 함개/평면 직방형의 원통형  함신)이 

나타난다. 이는 앞 시기의 양식이 다음 양식으로 변

해가는 과도기의 과정을 보여준다. 

즉 A2 1형은, 함개는 판석형(A형)이나 상부가 상

부로 올라가면서 뾰족해지는 단면 오각형(2형)으로 

평면은 방형이다. 이는 앞 시기의 방형 함개를 이어

받는 것으로 상부가 뾰족해지는 것은 다음 시기에 나

타나는 반원형의 함개로 가는 과도기의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함신도 함개와 마찬가지로 단지형(1형)

의 원통형 ( 형)로 다음 시기의 원통형 ( 형) 함

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예로는 월산대군(1462. 11. 18) 1기이며, 제작시기

는 15세기 3/4분기이다. 

그리고 A3 2형은, 함개는 평면 원형의 판석형

(A3형)으로 앞 시기의 함개 양식을 계속 이어받는다. 

하지만 평면이 방형에서 원형으로 변화기 시작한다. 

함신은 평면이 두 면이 직선이고 두 면은 둥글어 거

의 원형에 가까운 원방형의 원통형 ( 2형)으로 앞 

시기의 상자형 함신이 다음 시기의 새로운 원통형으

로 변화하는 과도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예

로는 애기능 태함 1기가 확인되는데, 제작시기는 분

청자태호가 출토된 것으로 보아 15세기 중엽으로 추

정된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월산대군(1462. 11. 18)과 애

기능(15세기 중엽) 등 모두 2기의 태함이 보이며, 제

작시기는 15세기 3/4분기(1462)~15세기 중엽이다

<그림 12>.

이 시기의 태함은 B 1(반원형 함개/평면 원형 감

실의 원통형  함신)만 나타난다. 함개는 단면 반원

형(B형)으로 함개는 반원형(B형)으로 평면은 원형이

다. 이는 이 시기부터 방형 함개가 완전히 반원형으

로 정착되는 초기의 형식으로 앞의 과도기에서 새로

운 함개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리고 함신은 원통형

으로 내부 감실이 평면 원형이다. 이 시기에 들어와 

새로운 형의 태함이 출현하여 태함의 양식이 정착하

게 된다.

그 예로는 지축동(1477. 6. 19)을 시작으로 폐비

윤씨(1478. 11. 12), 삼태리(1481. 10. 9), 수견왕자

(1483. 10. 15), 안양군과 완원군(1484. 10. 8), 복란

왕녀(1486. 12. 29), 견석왕자(1487. 4. 7), 승복왕녀

(1492. 7. 17), 중종(1492. 9. 7), 금수왕자(1493. 5. 

4), 금돌이(1501. 7. 2), 인수왕자(1501. 9. 12), 인종

(1521. 1. 17), 옥혜공주(1523. 4. 13), 덕양군(1528. 

3. 13) 및 인순공주(1544. ?. ?) 등 총 17기이며, 제작

시기는 15세기 4/4분기(1477)~16세기 2/4분기(1544)

이다<그림 12>.

이 시기의 태함은 C 형(귀반원형 함개/귀원통형 

함신)이 나타난다. 함개는 평면 원형의 반원형이나 

측면에 4개의 돌기가 장식된다(C형). 이는 앞 시기의 

함개에서 장식이 추가되는 것이다. 함신는 평면 원형

의 원통형으로 측면에 4개의 돌기가 장식된다( 형). 

이렇게 함개와 함신에 돌기가 장식되는 것은 미적 감

각의 장식성보다는 덮개인 함개와 몸체인 함신을 견

고히 묵고자 하는 기능성에 의해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태호의 덮개와 동체를 묶는 것에서 

그 아이디어를 도출하여 태함에 적용시킨 것 같다.    

그 예로는 광해군(1581. 4. 1)에서 시작하여 신성

군(1584. 7. 25), 인성군(1589. 2. 25) 등 모두 3기인

데, 제작시기는 16세기 4/4분기(1581~1589)이다<그

림 12>.

이 시기의 태함은 B 1(반원형 함개/평면 원형 감

실의 원통형  함신)이 나타난다. 이는 전술한 성종~

중종연간의 태함이 다시 재현된 것이다.   

그 예로는 산현리(1601. 4. 30)를 비롯하여 경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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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 10. 7), 용성대군(1625. 3. 25) 및 현종(1641. 

2. 4) 등 모두 4기로 제작시기는 17세기 1/4분기

(1601)~17세기 2/4분기(1641)이다<그림 12>.

이 시기에 와서 태함은 C 1형(귀반원형 함개/평

면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D1 1형(평면 원형

의 무보주 원추형 함개/평면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과 BV형(평면 원형의 반원형 함개/평면 원형의 

절구형 함신) 등 세 형식이 나타난다. 

즉 C 1형은, 함개는 평면 원형의 반원형으로 B

형과 동일하나 측면에 귀가 4개 돌출되어 있어 앞 시

기인 선조연간의 양식(C형)이 재현되었다. 함신은 평

면 원형 감실(1형)의 원통형 ( 형)으로 앞 시기인 

선조~인조연간의 양식이 지속된다. 이는 태함에서 

돌기가 장식된 것(선조연간)이 함신에서부터 돌기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숙명공주와 숙경공주(1660. 10. 2)로 모두 

2기이다. 

그리고 D1 1형은, 함개는 평면 원형의 무보주

(1형) 원추형(D형)으로 함개의 측면을 수직으로 하

고 상부가 위로 올라가면서 뾰족해져 상부에 보주

가 장식되는 새로운 양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과도기

적 형태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 감실(1형)의 원통형

( 형)이다. 그 예로는 영조(1695. 1. 28) 1기이다. 

또 BV형은, 함개는 반원형(B형)으로 평면은 원형

으로 선조~인조연간이 다시 나타났다. 함신은 상광

하협의 절구형 함신(V형)이 나타나는데, 이는 이 시

기부터 새로운 함신으로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양식의 함신은 계속 이어지지 않고 바로 사라진

다. 그 예로는 연령군(1699. 9. 29) 1기이다. 

결국, 이 시기의 태함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숙명

공주와 숙경공주(1660. 10. 2), 영조(1695. 1. 28)와 

연령군 (1699. 9. 29) 등 모두 4기로 제작시기는 17세

기 3/4분기(1660)~17세기 4/4분기(1699)이다<그림 

12>.

이 시기의 태함은 D2 1형(평면 원형의 유보주 

원추형 함개/평면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이 나

타난다. 함개는 보주가 없는 것에서 상부에 보주가 

장식(2형)되는 원추형(D형)의 새로운 형식이 출현하

나, 이는 무보주 원추형(D1형)의 발전된 형태이다. 

함신은 현종~숙종연간의 평면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1형)이 다시 출현한다. 

그 예로는 화억옹주(1728. 10. 8)를 시작으로 영

조6왕녀(1732. 3. 27), 화협옹주(1733. 5. 24), 영조8

왕녀(1735. 11. 26)와 화완옹주(1738. 3. 26) 등 모두 

5기로 제작시기는 18세기 2/4분기(1728~1738)이다

<그림 12>.

이 시기의 태함은 D2 2(평면 원형의 유보주 원

추형 함개/평면 둥근 방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만 

나타난다. 함개는 앞 시기인 영조연간 의 함개를 그

대로 이어받으나, 함신은 내부 감실의 평면 형태가 

변한다. 즉 앞 시기의 평면 원형 감실에서 이 시기에 

오면 한 면이 둥글고 세 면이 직선인 일단벽호형의 

방형 감실로 바뀌는 것이다. 이는 감실의 평면 형태

에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예로는 화유옹주(1740. 11. 28)를 시작으로 의

소세손(1750. 12. 25), 정조(1753. 1. 21) 등 모두 3기

로 제작시기는 18세기 2/4분기(1740)~18세기 3/4분

기(1753. 1)이다<그림 12>.

이 시기의 태함은 D2 3(평면 원형의 유보주 원

추형 함개/평면 열쇠구멍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

만 나타난다. 함개는 앞 시기인 영조연간 의 함개를 

그대로 이어받으나, 함신은 내부 감실에서 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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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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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즉 영조연간 의 일단벽호형의 방형 감실

에서 평면형태가 한 면이 모양을 하고 나머지 면은 

원형인 열쇠구멍형이 새롭게 출현한다. 

그 예로는 화령옹주(1753. 5. 13)을 비롯하여 화길

옹주(1754. 7. 25) 등 모두 2기로 제작시기는 18세기 

3/4분기(1753. 5~1754)이다<그림 12>. 

이 시기의 태함은 B 1형(반원형 함개/평면 원

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으로 전술한 단계 중 성

종~중종연간과 선조~인조연간에서 이미 출현한 양

식이다.

그 예로는 순조(1790. 11. ?)와 문조(1809. 8. 9) 

등 모두 2기로 제작시기는 18세기 4/4분기(1790)~

19세기 1/4분기(1809)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식은 성

종~중종연간인 15세기 4/4분기(1477)~16세기 2/4분

기(1544)에 처음 출현하여 정착하였다가 사라져 다

시 선조~인조연간인 17세기 1/4분기(1601)~17세기 

2/4분기(1641)에 재현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태함 

중 가장 많은 수에서 나타나는 양식이다<그림 12>. 

이 시기의 태함은 E 1(평면 원형의 장방형 함개/

평면 원형 감실의 원통형  함신)이 나타난다. 함개

는 평면 원형이며, 단면 장방형으로 이는 측면이 수

직인 원추형(D형)에서 보주가 사라지고 상면이 편평

하게 되어 새로운 형태로 변한 것으로 시기성을 보여

준다. 특히 영조 8왕녀·화완옹주(영조연간 ) 및 정

조(영조연간 )의 함개가 유보주 원추형 중 보주가 

거의 사라지고 그 흔적만 조금 남았는데, 이러한 양

식이 이 시기의 형태로 변한 것 같다. 함신은 앞 시기

인 정조~순조연간의 양식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그 예로는 철종원자(1859. 2. 25)와 순종(1874. 

6. 8) 등 모두 2기의 태함이 나타나는데, 제작시기는 

19세기 3/4분기(1859~1874)이다<그림 12>. 

이상에서 조선시대 왕실의 태실에 유존하는 48기

의 태함 현황을 살펴보고 형식 분류하여 태함이 어떠

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형식 

분류를 통하여 고고학적인 태함의 양식을 설정하고 

그 편년을 시도하여 보았다.

태함의 양식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대연대를 알

아야 한다. 태함은 태실을 처음 조성할 때 매납하는 

유물이지만 명문이 각자되지 않으므로 태함 자체만

으로 연구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태실 

조성 시 함께 제작하는 태지석, 아기비의 명문과 문

헌기록에서 태함의 제작시기를 밝혀 낼 수 있다. 이

에는 필자가 이미 발표한 태실 아기비의 양식 설정에 

관한 논고가 큰 도움이 되었다.

그 결과, 이 절대연대에 의해 태함 유물 간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여 태함에 나타난 형상을 분석하고 그 

양식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까지 태함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조선시대 

전 시기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맺음말을 대신하여 태함의 양식과 편년한 연구결

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

편년의 결정적 요소는 태함을 구성하는 함개와 함

신 모두임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태함의 변화와 양

식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조선 초에는 태함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아 고

려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았으나( 단계; 1401~15세

기 중엽), 15세기 후엽부터는 자체적인 발전을 거듭

하여 정형화되고( 단계; 1477~1641), 시기가 지나

면서 다시 일부 돌기나 보주가 부착되는 등 장식성이 

가미되나( 단계; 1660~1754), 결국 18세기 말에는 

정형화된 양식이 재출현하다가 조선 말기인 19세기 

중엽에는 간략화되어 쇠퇴과정을 겪게 되는 것(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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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790~1874)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세분화해 보면, 조선 왕실의 태함의 변

화는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의 양식을 이어받아 상

자형(태종~세종연간)으로 만들었으나, 15세기 중엽

(세조~15세기 중엽 연간)에 과도기를 거쳐 15세기 후

엽(성종~중종연간)에 반원형 함개·원통형 함신이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16세기 후엽(선조연간)에는 앞 

시기의 양식에서 발전하여 태함에 돌기가 부착되는 

등 장식성이 가미되나, 이는 예술성보다는 기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다시 3단계(선조~인

조연간)가 17세기 초에 재현되며, 17세기 중엽 후(현

종~숙종연간)부터는 함개에만 돌기가 있거나 무보주

의 원추형 함개 또는 절구형의 함신 등 다양하게 나

타나는 과도기의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다시 보주

가 부착된 원추형 함개라는 새로운 양식(영조연간 )

이 18세기 전엽~18세기 중엽 초에 출현하며, 이것이 

다음 시기인 18세기 중엽(영조연간 )까지 지속되나, 

함신의 감실이 일단벽호형의 방형으로 바뀐다. 계속

해서 18세기 중엽(영조연간 )에는 함개는 앞 시기의 

양식을 유지하나 함신은 감실이 다시 한 면이 모양

의 열쇠구멍형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18세기 말에 

와서 다시 가장 전형적인 양식인 정조~순조연간의 

태함이 재출현하여 태함의 양식에서 이 형태가 가장 

정형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중엽

(철종~고종연간)에는 함개가 반원형에서 상부가 편

평한 장방형의 새로운 양식이 출현하여 쇠퇴기를 맞

는다. 

그리고 함개의 양식을 순서 배열해 보면, “A1형

(1401~1441) → A2형(1462) → A3형(15세기 중엽) 

→ B형(1477~1544) → C형(1581~1589) → B형

(1601~1641) → C형(1660) → D1형(1695) → B형

(1699) → D2형(1728~1753) → B형(1790~1809) 

→ E형(1851~1874)”으로 변화하고, 함신은 “ 형

(1401~1441) → 1형(1462) → 2형(15세기중엽) 

→ 1형(1477~1544) → 형(1581~1589) → 1형

(1601~1695) → 형(1699) → 1형(1728~1738) → 

2형(1740~1753. 1) → 3형(1753. 5~1754) → 1형

(1790~1874)”으로 변화한다. 

이를 다시 태함의 전체적인 양식을 순서 배열

해 보면, “A1 형(1401~1441) → A2 1형(1462) → 

A3 2형(15세기 중엽) → B 1형(1477~1544) → 

C 형(1581~1589) → B 1형(1601~1641) → C 1형

(1660) → D1 1형(1695) → BV형(1699) → D2 1형

(1728~1738) → D2 2형 (1740~1753. 1) → D2 3형

(1753. 5~1754) → B 1형(1790~1809) → E 1형

(1851~1874)”의 순으로 양식상의 변화과정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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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ronology of  Taesil Seokham(Taesil Stone Boxes) stored in Taesil of 

the Joseon Palace and classify the styles to discuss how these boxes have developed. By doing so, this study defined 

the archaeological styles of taesil seokhams in the chronological order.

Although taesil seokhams are placed when taesil are first created, they do not have any texts engraved on them and 

it is difficult to gain information only from examining taesil seokham. However, Taejiseok(memorial stones buried 

in Taesil) and Agibi(gravestones buried in Taesil) were created along with taesil. These resources were examined and 

compared with literature records to find when each taesil seokhams was created.  

The critical elements to consider for the chronological arrangement were both the cover and container of the boxes  

and the transition of their style could be classified into four major stages. 

In detail, the Joseon Dynasty's taesil seokhams initially inherited the style of the Goryeo Dynasty to be formed into 

rectangular boxes. Through the transition of the mid and late 15th Century, the semi-circular cover with cylindrical 

container became the popular style in the late 15th Century. In the late 16th Century, the style of the previous period 

was further developed to add some decorative elements, such as projecting ornaments, but the ornaments were added 

for functional purposes rather than artistic purposes. However, the style went back to the semi-circular cover with cy-

lindrical container in the early 17th Century. From the mid 17th Century, various styles appeared with ornaments only 

on the cover, cone-shaped cover with no ornament, or mortar-like container. However, a new style of cone-shaped cov-

er with ornament emerged between the early and mid 18th Century and continued to stay until the mid 18th Century. 

In the mid 18th Century, the cover remained unchanged, but the container became a keyhole-shaped space with one 

side forming a “ㄷ” shape. However,  in the late 18th Century, the most typical style of the semi-circular cover with 

cylindrical container reappeared to show that this is the most universal style. Last, in the mid 19th Century, the cover 

changed from semi-circular to rectangular with flat top. After this, the taesil seokhams began to disappear. 

In terms of style, it can be classified into four stage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taesil seokhams were under-

developed and inherited the style of the Goryeo Dynasty (Stage Ⅰ; 1401~mid-15C), but Joseon’s unique style began 

to develop from the late 15th Century (Stage Ⅱ; 1477~1641). After that, partial ornaments were added for adornment 

(Stage Ⅲ; 1660~1754), but the typical style reappeared in the late 18th Century to finally degrade in the late Joseon 

Dynasty of the mid 19th Century (Stage Ⅳ; 1790~1874).



241 Shim, Hyun Yong    

This arrangement of style and chronology would greatly help archaeologists anticipate the time and owner of taesil 

seokhams even if only taesil seokhams are discovered without any records. 

* Tae(胎) : Placenta and umbilical cord

* Taesil(胎室) : A facility(chamber) of burying Tae(胎) in rite when royal descendants are born.

Key Words : Taesil, Seokhams(Taesil Boxes), Royal Family, Style, Jose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