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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에서는 강원도 월에 소재한 조선시대 22대왕인 정조대왕(正祖大王) 태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태문화(藏胎文化)는 신라시대에 시작되어 고려시대 왕실, 조선시대 왕실까지 오랜 기간 행해진

우리나라 고유의 왕실의식이라 할 수 있다. 전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태봉의 수만 해도 약 300여 곳으

로 대부분 조선시대 왕실자손들의 태봉이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의 태실은 일제강점시기에 대부분 훼손되었고, 그중 일부만 현재 국내 각 지역에

서 복원되어 관리되고 있다. 정조대왕 태실은 국내 현존하는 태실 중에 석물을 포함한 봉안유물과 문헌

자료가 완벽하게 세트를 갖춘 상태로 잘 보존된 대표적인 태실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정조대왕 태실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우선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걧), 정종대왕

태실가봉의궤(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지방사료 등에서 정조태실 조성과 관련된 문헌자료를 찾아 정리해

보았으며, 태봉의 풍수지리적 위치와 현황, 태실석물의 각 부재에 대한 세부 양식 검토, 봉안된 유물의

특징 등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자료는 추후 태실유적에 대한 연구와 정비·복원 등의 기

초 자료로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 태실유적은 학계에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 으나, 최근 들어 태실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인 발굴조사와 미술사적인 접근이 이뤄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앞으로 태실유적은 문헌사, 고고학, 미술

사 등 다방면에 걸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된다면 학술적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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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신라 때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다

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자적인 왕실의식이 있

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태문화(藏胎文化)이다.01 장태의

식에 대한 기록은 신라 김유신의 태실기록에서 처음 확

인되고,02 의식은 고려왕실을 거쳐 조선왕실이 일제에

의해 사라지기 전까지 오랜 기간 행하여 왔다. 특히, 고

려·조선시대 왕실에서 행해진 장태의식은 왕실 자손의

무병장수와 부귀 화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자손들의 태

를 중요시하면서도 신성시하여 전국 각지의 명당지에

묻어 봉안하 다 이것은 풍수와 음양에 바탕을 둔 것으

로 왕실의 기복을 바라고,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03

본 에서는 조선시대 22대왕인 정조선황제(正祖宣

皇帝)(이하 정조)04의 태실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정조는 조(英祖)의 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의 둘째

아들로써 재위기간 동안 왕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문집,

법전의 재간행, 규장각 강화, 수원화성 축성 등을 추진하

던 석학군주(碩學君主) 다. 

정조의 태실은 강원도에 소재한 유일한 왕의 태실이

다.05 현재의 태실은 원 위치를 벗어나 인근 정양산 자락

에 복원되어 있다. 태실 석물은 거의 완벽하게 잔존하고

있으며, 봉안유물은 일제강점기 서삼릉으로 이전되었던

것을 1996년 발굴조사06를 통해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

관에 보관·관리되고 있다.

이에 필자의 논고는 우선 정조와 관련된 태실 기록을

여러 문헌사료를 통해 찾아보고, 태봉의 위치와 현황을

살펴본 후, 태실석물의 구조와 봉안유물의 특징 등을 다

른 여러 태실과 비교·검토하여 태실 연구의 기초자료

를 제공하는 데 의미를 두도록 하겠다. 

정조는 조의 둘째 아들인 사도세자(思悼世子)(莊祖)

와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사이에서 조 28년(1752)에

태어났다. 정조가태어나기전이미관상감에서는1등급의

태봉지를 선정해 두었다. 과거 태봉지의 선정은 성종 이전

에는 모두 하삼도(下三道)07에 하 으나 성종은 풍수의 설

이허탄하다하여이후태봉지는하삼도가아닌경기지방을

골라서안태하라고지시하 다.08 이후왕실자손들의태실

은하삼도를비롯하여경기·강원도지역까지확대되어조

성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태봉의 현황을 살펴보면, 궁궐

이 있는 한양을 기준으로 거의 남쪽에만 태실이 조성되었

고북쪽에는태봉지로거의선택하지않은것으로볼때, 남

쪽을 길지로 여기는 옛 선인들의 생각은 태실조성에 있어

서도적용되었음을알수있다.09 다음의기록은 조원손

머리말

문헌사료검토

01『宣祖修正實걧』卷4. 3年 2月 1日.
胎經之說肇於갥·麗之間非中朝古方地. 
: 태경의설이시작된것은신라·고려사이이고중국에예로부터있었던일은아니다. 

02『三國史記』, 『高麗史』, 『世宗實걧』「地理志」에 의하면 진천현 태령산에는 신라 때 김유신의 태를 묻고 祠宇를 지어 고려 때까지 國祭를 지냈고, 조선 태종 이후로
는지방관이제사를지냈다고하 다.

03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조선왕실의안태와태실관련의궤』, p.11.
04 정조선황제의원래 廟號는 正宗大王이었으나高宗 34년(1899) 역대왕들의 시호에 대한 追崇사업이이뤄짐에 따라 정조선황제로 추존되었고이후 현재까지 정조

대왕으로부르게되었다.
05 춘천시 현암리태봉산에 선조의태실을 조성하던중 취소되어충남 부여군에조성되었다. 취소이유에 대해서는『곚藜室記述』別集 卷2, 藏胎條에 기술되어있다.

그리고『高麗史』, 『世宗實걧』「地理志」에 의하면‘공민왕 2년에 州의 치악산에 御胎를 安藏하 으므로 다시 原州牧으로 삼았다’라는 기록이 확인되어 원주 치악
산에고려공민왕의태실이조성되었음을알수있다. 그러나현재까지정확한위치는확인할수없다.

06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西三겓胎室』.
07 하삼도는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지역을말한다.
08『成宗實걧』卷73. 7年 11月 28日

傳曰: “前此安胎皆於下三道, 其意何也? 可問於風水學.”…風水之說, 可謂虛誕.’其令擇于京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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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태봉지를 강원도 월부에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그리

고계족산은계죽산또는죽산으로불렸던것으로보인다.

원손의태봉(胎峯)을 월부(寧越府) 계죽산(鷄竹山)으

로정하 다.10

“태봉은일명竹山이다.”11

위의 내용에서 보면 정조의 태봉이 탄생일 2년 전에

미리 선정된 것으로 보여지나, 당시 조의 원손은 의소

세손이었으므로 월부 계족산에 장태될 주인공은 의소

세손의 태실이었다. 그러나 의소세손의 태실은 월에

장태되지 않고 경북 주의 태봉으로 변경되었음을 아

래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관상감원 정이검이 제조의

어떤 뜻을 받들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강원도 월부에

조성되기로 한 의소세손의 태실이 경상도 주군으로

변경되어 최종 낙점되었다. 

관상감원 정이검(鄭履儉)이 제조(提調)의 뜻을 받들

어 고하기를“원손 아기씨의 태봉을 경상도 주군

태백산자락의 북동좌에 남서향으로 낙점을 하 습니

다. 태를 묻는 법은 남자의 태는 5삭(朔)에 안장해야

되는데, 다가오는 12월이 그 5삭에 이릅니다. 따라서

좋은 달에 택일을 하여 거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

떠한지요?”왕께서말 하시기를“허락한다.”12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원손의 태봉을 월 계족산

으로 낙점했다가 8일만에 경상도 주로 변경하 고, 결

국 의소세손의 태실은 1750년 12월 25일에 경상도 주

군 태백산자락에 조성되었다.13 이후 의소세손은 1752년

3월 4일에 요절하게 되고 사도세자의 둘째 아들인 정조

가 1752년 9월 22일에 태어나자 조의 원손으로 정해지

고 예전에 의소세손의 태실지로 처음 낙점했던 월 계

족산을 정조의 태실지로 정하 다. 아래의 기록은 정조

의 태봉을 강원도 월부 계족산에 정하고 계유년 정월

에 장태한다는 내용이다. 

관상감에서 올린 계사로 인해 원손의 태봉(胎峯)을 강

원도(江原道) 월부(寧越府) 하동면(下東面) 정양리

(正陽里) 계족산(鷄足山) 서쪽 기슭 계좌정향(癸坐丁

向)으로 정하고, 계유년 정월을 기다렸다가 날을 잡아

거행하도록하 다. 대개남자의태는 5개월이되어서

묻는것이관례이기때문이다.14

조는 원손의 태를 태어난 후 5개월이 되는 계유년

(1753) 정월을 기다렸다가 날을 잡아 강원도 월에 안

태(安胎)하도록 하 다. 일반적으로 안태는 남자의 경우

5개월,15 여자의 경우 3개월16에 하는 것이 관례 으나,

09 예외적으로연산군녀복합(福合)의 태실이궁궐의북쪽인황해도지역에조성된경우도있다.
10『英祖實걧』72卷, 26年 10月 6日. 

元孫胎峰, 定於寧越府鷄竹山.
11『邑誌』券四, 江原道, 곻越府
“胎峰一名竹山.”

12『承政院日記』英祖26年 10月 14日.
鄭履儉, 以觀象監官員, 以領事提調意啓曰, 元孫阿只氏胎峯, 慶尙道榮州郡太白山麓寅坐申向, 갳點以下矣. 藏胎之法, 男胎五朔以藏云, 而걐十二月, 旣准五朔, 亦是吉
月, 依此擇日擧궋, 何如? 傳曰, 允.

13 현재 의소세손의 태실은 경상북도 주시 고현동 산 7번지에 소재하고 있다(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9, 「 주시 고현동 의소세손 태실 긴급발굴조사보고」,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긴급발굴조사보고Ⅳ)』.)

14『英祖實걧』78卷, 28年 11月 25日.
因觀象監啓, 命元孫胎峰定以江原道寧越府下東面正陽里鷄足山西麓癸坐丁向, 待癸酉正月擇日擧궋. 蓋男胎五朔以藏, 例也.

15 國譯『胎封謄걧』戊굪 11月 12日. 
藏胎之法方書則以爲男胎則五月而藏….

16 國譯『胎封謄걧』戊申 8月初九日.
겿胎三朔以藏乃是方書藏胎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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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왕실 자손들의 탄생일과 장태일을 비교해 보면 잘

지켜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의 태실도 태어난

후 4개월에 조성된다. 아래의 내용은 원손의 태실을 조

성할 때 비변사에서 장태사(藏胎使)를 종2품으로 주청

(奏請)하고 있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원손궁(元孫宮)의 장태사(藏胎

使)는 청컨대 종2품으로 고쳐서 계하(啓下)하게 하소

서”하니, 윤허하 다.17

태를 봉안할 태봉의 선정과 태를 안치하는 업무를 담

당하는 관리로는 안태사(장태사)를 두는데, 이 직무는

정2, 3품의 품계를 가진 당상관급의 관리로 임명되었다.

원래 원손의 태실을 조성할 때 장태사를 정3품으로 임명

코자 했으나 한 등급 높인 종2품의 관리로 임명토록 주

청한 것이다. 원손의 위상을 알 수 있다. 

아래의 기록은 원손의 태실이 월 정양산 기슭에 조

성되었다는 내용이다.

“태봉은 관아의 남쪽 10리, 정양산 아래 기슭에 있다.

지금英祖계유년(1753) 원손아기씨의태봉이다.”18 

현재 정조의 원태봉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석회광산

업자의 석회채취공사로 인해 약 1/3가량 사라졌고, 태봉

정상에는 철탑이 세워져 있다. 태봉의 입지는 명당의 조

건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는데, 대왕 1등급, 대군 2등급,

왕자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19 왕실 자손들의 태봉등

급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확인되지 않으나, 명시되지 않

은 원(세)자, 원(세)손은 다음 보위에 오를 위치에 해당되

므로 대왕급인 1등급에 조성되고, 공주는 대군과 같은 2

등급, 군과 옹주인 왕자·왕녀는 3등급 태실에 조성토록

구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즉 정조의 태봉은 원손 당시

1등급의명당지로선정되어조성한것으로보인다.

다음의 기록은 정조가 왕으로 등극된 이후 신하들에

의해서 태실가봉에 대해 주청하는 내용이다. 정조는 민

읍(民邑)의 폐단을 걱정하여 재위기간 내내 신하들의 태

실가봉에 대한 주청을 윤허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다.

각 지역에 왕실자손들의 태실이 조성되면 지역으로서는

큰 광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민폐로도 크게 향

을 미쳤다. 태실이 조성되면, 태봉을 중심으로 금표구역

과 화소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경작, 벌목, 방목, 출입이

금지되었고, 백성들은 태실조성에 따른 물자들을 준

비·제작하는 데 부역으로 동원되었다.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태실조성에 대한 민폐 사례와 민폐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20 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선왕조(先王朝) 을유년(1765)에‘장태(藏胎)를 이미

봉토(封土)한것은그전대로수호(守護)해야하거니와,

이뒤로는장태를어원(御苑)의정결한곳에다하라’고

하신수교(受敎)를받들어일정한식례(式例)로했었습

니다. 임신년(1753)에 월(寧越) 계죽산(鷄竹山)에 봉

토한 장태는 수교하기 이전에 한 것입니다. 성상께서

즉위(卽位)하신 뒤에는 사체가 지극히 중요하게 되었

으니, 표석(表石) 세우는일들을한결같이열성조(列聖

朝)에 이미 시행해 온 전례대로 즉시 거행하도록 하시

는것이합당합니다.”하니, 하교하기를,

17『英祖實걧』79卷, 29年 1月 14日.
備邊司啓: “元孫宮藏胎使, 請以從二品改啓下.”允之.

18『輿地圖書』江原道, 곻越府겓寢條.
“胎峰在府南十里正陽山下麓今上癸酉元孫阿只氏胎峰.”

19『胎封謄걧』開卷 1면에기술되었다. 
20 흉년이든시기, 농사로바쁜농번기에는피하고풍년이든시기와농한기를선택하여태실을조성토록지시함.

(„fi¨› 06) –…fi ˛  2013.4.19 5:21 PM  ˘ ` 79   G4-150 ¡»  ˙`‚ ¯˝



80 ●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 1

“올해 관동(關東)에 어떻게 민간의 힘을 번거롭게 할

수 있겠는가? 풍년 들기를 기다렸다가 거행하라.”하

다.21

길일을 가려서 가봉한다면 추수가 끝난 뒤라야 됩니

다. 석물을예정보다빨리마련하는것은신의조(曹 :

괋曹)에서 지금 바로 통지해야만 군속한 걱정이 없고

민읍의폐단을덜수있습니다.22

“성상께서 민읍의 폐단을 걱정하여 두고 보자는 하교

를내렸지만, 이미 응당거행해야할전례이니한결같

이미룰수만은없습니다.… 추수를기다려즉시거행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년추사를 보고서 거

행하고자하니추수한뒤다시품처하라”하 다.23

“지난번에 월의 태봉을 가봉하는 일에 대하여 진달

하 더니, 추수한 뒤 다시 품처하라고 명하 습니

다.… 길일을 택해 거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

까?”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벌써 추워졌으니 내

년봄으로물려서정하는것이좋겠다”하 다.24

“전하의 태실(胎室)이 월(寧越)에 있는데, 가봉(加

封)하는것이예에마땅하니, 택일하여공사를시작하

게 하소서”하니,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리라고 명하

다.25

위의 여러 기록을 살펴보았듯이, 정조는 백성들에게

피해주는 것을 염려하여 신하들의 태실 가봉 주청을 계

속해서 거절했으며, 결국 재위기간 동안 태실에 대한 가

봉은 진행되지 못했다. 아래의 기록은 정조의 아들 순조

가 즉위하면서 선왕의 태실에 대한 가봉 공역(工役)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내용이다. 

“…추수한 다음 즉시 길일을 택해 거행하도록 하소

서… 선조의 뜻을 받들어 민읍을 걱정하는 덕의가 좋

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

다.”하니상이이르기를“그대로하라”하 다.26

“선대왕태실의 석물을 가봉함에 있어서 7월 농한기를

기다려제천지역에서돌을떠내올것입니다. 그런데

삼가『雲觀謄걧』을상고해보니, 열성조의태실석물은

체양이한결같지않았습니다. 이번에가봉하는석물의

길이와 너비 척수는 한결같이 묘조의 태실제도대로

하는것이일에합당할듯합니다.…”27

“선대왕의태실을가봉할때석물은제천에서떠내고,

비석은원주에서떠내겠다고대신이이미연석에서여

쭈었습니다. 추후에 들으니, 원주는 봉산과 200리 거

21『正祖實걧』4卷, 1年(1777) 12月 24日.
“先朝乙酉, 有‘藏胎已封者, 依前守護, 此後則藏于御苑淨潔處’之受敎定式, 而壬申寧越遽竹山胎封, 在於受敎之前. 聖上卽位後, 事體至重, 表石等事, 一依列聖朝已궋
之例, 卽令擧궋爲宜.”敎曰: “今年關東, 갎煩民力? 待年淵擧궋.”

22『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丙午年(1786) 4月 20日.
吉加封則當在於秋成之後石物之先期措備自臣曺疎今知委然後可無窘速之患亦可蔞民邑之蒻矣.

23『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丁未年(1787) 7月 初6日.
“聖念雖軫民邑之蒻每降姑待之敎而旣是應궋典禮則有겘容一向遷就…待秋成卽時擧궋何如.”上曰“欲觀今年秋事爲之待秋成更爲稟處可也.”

24『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丁未年(1787, 정조 11) 10月 初10日
“啓項以곻越胎峯加封事陳達待秋成更爲稟處之…擇日擧궋何如.”上曰“今己當寒退定於明春可也.”

25『正祖實걧』25卷, 12年(1788) 1月 13日. 
“當査胎室, 在寧越, 禮當加封. 請擇日始役.”命待秋成.

26『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辛酉年(1801) 4月 16日.
“…秋成後仍卽 吉擧궋…先朝軫念民邑之德意恐好故敢此仰達矣.”上曰“爲之”

27『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辛酉年(1801) 7月 初5日.
“先大王胎室石物加封待七月農隙將浮取於堤川地矣謹稽雲觀謄걧則곢聖朝胎室石物體樣겘一今此加封石物長廣尺겤一依英廟朝胎室制度恐合事宜而當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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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데, 제천은원주에비해거의반정도가가까운데

다돌의품질도아주좋아예전에비석을만들때도역

시이돌을썼다고합니다. 그러므로이번비석도모두

이곳에서떠내야하는데,…”28

순조는 선왕태실 가봉에 사용된 석물의 채석을 농한

기에 진행토록 하 고, 석물의 크기는 묘조의 태실제

도대로 하도록 했다. 태실석물에 사용될 석재의 수급은

원주와 제천이 거론되었지만, 정조태실이 있는 월에

서 가장 가깝고 양질의 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제천에서

떠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월부(寧越府)에 있는 선대왕(先大王)의 태실(胎室) 가

봉(加封)을이달27일에거행하도록하라고명하 다.29

“ 월(寧越)의 정종 대왕(正宗大王) 태실(胎室)을 가봉

(加封)하는 공역(工役)을 순조롭게 이루었으니, 나 소

자(小子)의 애통한 사모가 더욱 깊어진다. 감동(監董)

28『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辛酉年(1801) 8月 初10日. 
“先大王胎室加封石物浮取於堤川碑石浮取於原州意大臣向巳 筵票而追聞原州距 封山爲二百里堤川則 比原州幾減半程而石品頗好舊碑石亦用此石云故今番碑石一體浮
取於此處而….”

29『純祖實걧』3卷, 1年(1801) 10月 9日.
寧越府先大王胎室加封, 命以今月二十七日擧궋.

【 그림 1 】『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태실 가봉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b,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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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러 사람에게만 특별히 그 노고(걓苦)에 보답하는

것이아니라, 또한그일을소중하게여기고자하는것

이니,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겸 서표관(書標官) 정

대용(鄭大容)에게는정헌대부(正憲大夫)를가자(加資)

하고감역(監役) 겸도차사원(都差使員)인지방관(地方

官) 허질(許訴)에게는 가선 대부(嘉善大夫)를 가자하

라”하 다.30

“태봉은 부의 동남쪽 십리 하동면 정양리 계죽산 서쪽

기슭에있다. 조계유년에봉안한정종의태실이다.”31

순조는 즉위하자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과업

이 선대왕의 태실 가봉이었다. 순조는 묘조의 태실제

도에 따라 태실을 가봉토록 하 고, 선대왕이 민폐를 걱

정한 덕의(德義)를 받들어 태실 가봉에 사용될 석재는

태봉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제천으로 결정하

여 석물을 제작토록 하 다. 이후 순조는 선대왕 태실 가

봉 공역이 순조롭게 완공됨을 기념해 가봉에 간여했던

자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시상하 다.

1. 태봉의 위치와 현황

정조태실이 조성되었던 원 태봉은 강원도 월군

월읍 정양리 산 210-1번지에 위치한다(사진 3). 현재 태

봉 정상에는 전선 철탑이 세워져 있고, 태봉 동편 약 1/3

이상은 과거 석회채취공사로 인해 결실되었으며, 태실

석물은 인근 정양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능선에 복

원되어 있다(사진 4). 태실석물은 강원도유형문화재 제

114호로 지정(1995.9.18) 관리되고 있다.

태실은 정조가 조 28년(1752.9.22)에 태어난 이후

약 4개월 만(1753.1.21)에 정양산에 아기태실로 조성되

었다가 정조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 재위기간 동안에는

가봉하지 않다가 정조 사후 아들 순조가 왕으로 등극된

이후 순조원년(1801.10.27)에 가봉된다. 

조선왕실이 일제에 의해 무너진 이후에는 전국에 산

재해 있던 태실을 관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왕직(굃

王職)에서 태실석물을 해체하고 태항아리와 지석을 경기

도 고양시 원당동 서삼릉 경내 집장소에 일괄 봉안하

는데,32 정조의 태실도 이때 훼손되었고, 태항아리와 지

석은 서삼릉에이장되었다(사진1, 2 :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인용). 이후태봉과태봉정상에흩어져있던태실석

물은 석회광산업자의 석회채취공사로 인해 훼손, 매몰되

었다가 1967년 월개발위원회에서 월발전소의 협조

를 얻어 금강공원( 월 KBS방송국)으로 석물들을 옮겨

관리하게 되었다. 이후 월군에서는 태실석물에 대한

이전복원 계획을 수립하여 태실석물에 대한 실측조사를

완료한후1997년현재의위치로옮겨복원했다(사진7).

현재 원 태봉지 남쪽에 인접해서는 월LNG복합화

력발전소(구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고, 발전소 동쪽으로

는 왕검성(정양산성)으로 올라가는 등산객과 관광객의

차량을 위해 마련된 주차장이 위치해 있다. 일반적으로

태봉이 있는 곳에는 태실의 안위와 보호를 위한 수호사

30『純祖實걧』3卷, 1年(1801) 11月 11日.
“寧越正宗大王胎室加封, 工役順成, 予小子哀慕益深. 監董諸人, 非特酬其걓, 亦欲重其事也. 繕工提調兼書標官鄭大容, 加正憲, 監役兼都差使員地方官許訴, 加嘉善.”

31『邑誌』券四江原道, 곻越府.
“胎峰在府東南十里下東面正陽里鷄竹山西麓英廟癸酉封當査胎室正宗.”

32 조선총독부의지시로이왕직에서는 1929년부터 1934년까지 전국각지에조성된역대왕과왕자녀 54분의 태실을훼손한후태항아리와태지석만수습하여서삼
릉 경내 집장소(시멘트멘홀)에 일괄 매납하 다. 서삼릉 태실은 최근까지일반인들에게는비공개 지역으로있었지만 1996년 발굴조사를통해서실상을 확인하고
알려지게되었다(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西三겓胎室』).

태봉의현황과태실석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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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守護寺刹)을 두고 있는데 주차장 북동쪽 능선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콘크리트 물탱크 주변 평탄지에 옛 정양

사터가 있으며, 암벽에는‘正陽寺 創建’이라고 명문이

새겨져 있다(사진 5, 6). 근대까지 작은 암자로 운 되었

던 것으로 볼 때, 정양사가 조선 후기 정조태실을 수호했

던 사찰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33 그리고 본래 태실의

【 사진 1 】서삼릉 태실(정조선황제태실비)

【 사진 3 】정조대왕 원 태봉 전경

【 사진 5 】정양사지 전경 【 사진 6 】정양사 창건 명문

【 사진 4 】정조대왕 현 태봉 전경

【 사진 2 】서삼릉 태실(정조태실)

33 정양사지인근암벽에정양사창건과관련된명문이남아있는데, “正陽寺創建潘松溪丙子二月三日”이라새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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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하여 금표(禁標)구역과 화소(火巢)지역을 설정

하는데, 금표석(禁標石)34은 태실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

워진다. 왕은 300步, 대군·공주는 200步, 왕자·옹주는

100步로 규정하고 있다.35 정조의 태실 역시 태실을 중심

으로 300보를 기준하여 사방에 금표석이 세워졌을 거라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주변에서 금표석이나 하마비(下

馬碑)36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태봉은 봉긋한 삿갓형

의 형상으로 해발고도 약 260m이고, 평지를 기준할 경

우 약 50m로 나지막한 산이다. 위성사진으로 지형을 살

펴보면, 태봉은 서남쪽을 바라보는 형세로 앞에 동강이

東에서 西로 흐르고 괟虎의 산세를 마주보고 있다.37

2. 태실석물의 구조와 양상

태실은 태봉에 조성된 석물과 석함에 봉안된 유물을

포함한 총칭이다. 조선왕실 태실석물의 구조는 왕자(원

자, 원손, 대군, 군)·왕녀(공주, 옹주)의 태실인 아기태

실(阿只胎室)과 왕으로 등극되어 새롭게 조성된 가봉태

실(加封胎室), 그리고 세종~성종대까지 짧은 기간 조성

된 왕비의 태실로 구분된다. 

태실석물의 조성은 태봉 정상에 토광을 판 후 미리 제

작된 함신을 넣고 그 안에 태를 담은 태항아리와 태주의

탄생일과 장태일이 기록된 태지석을 넣은 후 개석을 덮

고 복토한 다음 그곳에서 1步가량 떨어진 곳에 아기비

(阿只碑)를 세운다. 이후 왕자 중에 왕으로 등극되거나

추존될 경우에는 석함이 묻힌 지상에 부도탑과 비슷한

34 금표석은 태실뿐만아니라 목재 보호를 위한 금산의 목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는금표를 세웠으며, 그 밖에 고려궁궐터, 단종유배지인 청령포, 사찰 등에서도 금표
석을세웠다.

35『胎峯謄걧』의서문과『大典會通』괋典雜令에등급별로제시하고있다.
36 태실주변에는금표석외에도大小人모두말을타고이곳을지나갈때말에서내려걸어가라는표시로下馬碑도세웠다.
37 태봉의명당조건은능묘의명당조건과는달리 3가지 조건을갖추어야한다. 첫째, 野中의 圓峰을택해야한다. 둘째, 산 정상에 걐脈이없고, 괟虎를 마주보는곳

이어야한다. 셋째, 땅이 반듯하고우뚝솟아위로공중을받치는듯해야만길지가된다고기록되어있다.
『成宗實걧』卷成宗, 7年 11月 戊굪條 : “傳曰 前此安胎皆於下三道…중략…風水之說可謂虛誕其令擇于京畿”/ 『顯宗改修實걧』卷22 顯宗 11年 3月 丙子條 : “上從
之安胎之制겘見於古禮而國制必擇野中圓峰藏胎於其上謂之胎峰….”/ 『胎峰謄걧』顯宗 3年 2月 1日條 : “凡胎峯괊用於山頂元無걐疸괟虎案對看擇之事….”

【 사진 7 】정조대왕 태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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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석38을 설치하고 바닥에 상석과 전석을 깔고 난간석

을 돌린다. 그리고 아기비는 인근에 매몰39하고 탑비(塔

碑)와 비슷한 가봉비(加封碑)를 세운다.

그럼 태실석물에 대해서 아기태실과 가봉태실로 나

누어 각 부재들의 구조를 다른 태실의 석물과 비교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阿只胎室

(1) 石函(그림 2)(사진 8)

석함은 화강암으로 개석(蓋石)과 함신(函身)으로 나뉘

어 제작되었다. 개석은 평면 원형으로 납작한 반구형이

며, 상면 중앙에는 납작한 단추형의 꼭지가 돌출되었다.

바닥면은 반듯하고 함신과 결합한 석회질의 접합흔이 둥

게 돌아간다. 전면적으로 곱게 치석되었다. 크기는 높

이36cm, 지름 79.5cm, 단추형꼭지지름은26.4cm이다. 

함신은 평면 원형으로 상부 외면이 약간 내만하나 전

체적으로 원통형이다. 함신 일부는 석회광산업자들의 공

사로 인해 결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측면은 매우 거칠게

치석되었다. 함신 중앙에는 평면 원형 홈을 내었는데,40

상부가 넓고 하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내면바닥은 태지

석을 벽에 기대어 세울 수 있도록 단을 마련했고, 단 아

래 원형 홈 중앙에는 태항아리를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바닥 중앙에는 작은 원형 홈이 있는데, 밖으로 관통

되지 않아 다른 태실 함신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41

정조태실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되는 태실 석함 함신의

내부 형태는 대부분 열쇠구멍모양의 평면 형태를 보이는

데, 조의 원손인 의소세손(1750)과 왕녀인 화령옹주

(1753), 화길옹주(1754) 등이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3).42 크기는높이80cm, 지름 83cm이고, 상부홈지

38 태실석물중중앙에盖叔石, 中童石, 四方石으로조합된석물에대한명칭을본고에서는中央石으로명명하고자한다.
39 태실가봉시아기비는매몰한후가봉비를세우기도하 으나, 가봉비 옆에왕자때세웠던아기비를그대로두기도하 다. 가봉비와아기비가공존하는태실로

는중종태실부터이후다수확인되고있다. 일부는 20세기이후정비복원과정에서매몰된것을찾아다시세운것도있다. 
40 이시기석함의유형은 조왕자·왕녀의석함과제작방식에서비슷한양상을띠고있다. 개석의 형태는보주형또는단추형의꼭지가달리고내면이반듯하며,

함신의 홈 형태가 ① 평면 원형의 형태(정조), ② 3면은 직각, 1면은 곡선인 것(화유옹주), ③ 1면은 직각으로 하고 원으로 돌린 열쇠구멍 형태(의소세손, 화령옹
주, 화길옹주) 등 다양하다. 

41 석함은 이전복원 당시 지하에 매장되었기 때문에 석함 내부에 대한 세부 양상은 실견하지 못해 알 수 없다. 당시 건축사무소(대연건축)가 그린 도면을 참고하여
살펴보면바닥의구멍이밖으로관통되지않은것을알수있다. 

42 재단법인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조선의태실Ⅱ』, pp.127~131.

【 그림 2 】阿只胎室 石函 단면도 【 사진 8 】阿只胎室 石函 전경
(전주이씨대동종약원, 1999, 인용)

【 그림 3 】의소세손 胎室 石函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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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53.4cm, 내부홈깊이48.3cm, 구멍지름11.7cm이다.

(2) 阿只碑(그림 4)(사진 9, 10)

화강암질의 비신(碑身)과 대석(臺石)으로 구분된다.

아기비는 15세기 전반부터 15세기 후반까지는 고려시대

전통이 계속 이어져 상부 모줄임 비가 제작되고,43 이후

성종대부터 연산군대까지는 비신과 대석이 한 돌로 제

작된다. 중종대~명종대에는 비신과 대석이 분리되고 대

석에는 문양이 없으나, 선조대~숙종대에는 대석의 상면

에 복련이 시문되고 측면에 안상이 표현된다. 조대부

터는 대석에 문양이 생략된다.44

비수(碑首) 상면에는 원대(圓臺)없이 반원형의 연봉

이 있고, 비수 외면에는 연줄기가 양각으로 표현되었다.

연줄기 밑으로는 단을 마련하 는데, 정면에서 보면 위

로 볼록한 곡선이다. 비신의 앞뒤에는 명문이 있으나 마

모가 심하여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우나 탁본으로

43 세종대왕왕자(1438~1442년)와 월산대군(1462년), 제안대군(1466년)의 태실비가모두상부모줄임비로제작되었다. 
44 윤석인, 2000a, 『조선왕실의태실변천연구-서삼릉이장태실을중심으로-』,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pp.34~36.

【 사진 10 】아기비 후면【 사진 9 】아기비 전면

정면도 평면도측면도

【 그림 4 】阿只胎室 阿只碑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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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할 수 있다. 전면(前面)에는‘乾隆十七年九月二十二

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室’, 후면(後面)에는‘乾隆十八年

正月二十一日굤’이라고 해서체(楷書體)로 음각되었다.

비신을 받치는 대석은 복원 당시 신부재로 제작되었다.

크기는 전체 높이 150cm, 비수 길이 42cm, 비신 길이

98cm, 비신 너비 50cm, 비신 두께 25cm, 대석 길이

80cm, 대석 너비 55cm이다. 

2) 加封胎室

(1) 中央石

가봉태실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석물이다. 지하에는 아

기태실의 석함이 매몰되어 있고, 지상에는 사찰 부도(浮

屠)의 형태와 유사한 석물이 조성된다. 태실의 중앙석물

과 가봉비는 조선초 석조부도의 외형에 기본을 두는 것

같다. 중앙석물은 부도의 상륜부, 탑신부, 기단부의 기본

구조를 따르고, 가봉비는 탑비의 귀부, 탑신, 이수를 갖

추고 있다. 특히 난간석을 갖추고 중동석이 원구형인 조

선시대 대표적인 부도로는 楊州 檜巖寺 無學大師 浮屠

(보물 제388호)와 楊州 奉印寺 釋迦世尊浮屠(보물 제928

호)가 있다. 중앙석물은 의궤나 다른 문헌에서 따로 명칭

이 부여된 바가 없어 본고에서는 중앙석으로 명명코자

한다. 중앙석은 개첨석(盖叔石), 중동석(中童石), 사방석

(四方石)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 현존하는 태실의

중앙석물을 살펴보았을 때, 太祖부터 世宗까지는 중동석

과 사방석이 모두 평면 팔각형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세

종왕자태실부터중동석이원구형으로변화된것같다.45

개첨석(사진 11)은 부도나 석등의 명칭으로 볼 때 옥

개석에 해당되나, 의궤에서는 개첨석으로 지칭하고 있

다. 평면 팔각으로 상부 중앙에 원대(圓臺)와 연봉형의

보주가 있다. 복발(覆鉢)과 노반(露盤)에 해당되는 부분

은 비대하고, 외면에는 연입과 줄기를 2단으로 양각했다.

처마는 평면 팔각의 짧은 모임지붕이고, 전각과 처마의

반전이 둔하다. 처마 일부는 결실되었다. 아랫면에는 서

까래를 간략하게 돌출시켰고, 중앙에 평면팔각으로 조출

하 으며, 중동석과 결합하기 위한 원형 홈이 있다. 크기

는길이1.12m, 폭 1.08m, 바닥원형홈지름89cm이다.

중동석(사진 12, 13)은 원구형으로 외면에는 화려한

중앙석(입면도) 개첨석(평면도) 개첨석(앙시도) 사방석(평면도)

【 그림 5 】중앙석 실측도

45 윤석인, 2000b, 「조선왕실의태실석물에관한일연구」『문화재33호』, 국립문화재연구소,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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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이 양각되었다. 상부와 하부에는 원형고리를 촘촘

하게 엮은 문양이 돌아가고, 중앙에는 운문이 8곳 양각

되었다. 정조태실 이전까지는 중동석의 원구형에 문양

이 전혀 없었으나 정조부터 화려한 문양이 표현된다. 순

조대왕, 문조대왕, 헌종대왕 모두 중동석에 문양이 시문

되었다. 크기는 길이 82.5cm, 상하부 지름 89cm이다.

사방석(사진 14)은 평면 8각으로 측면에는 안상이 돌

아가고, 안상 안에는 중동석과 같은 운문이 양각되었다.

크기는 길이 31cm, 폭 1.04m이다. 

(2) 算石 및 裳石(그림 6, 7)

전석(사진 15, 16)은 위치에 따라 우전석(隅算石)과

면전석(面算石)으로 나뉜다. 전석 상면에는 난간석(欄干

石)을 세워 고정하기 위한 홈이 있다. 전석의 전체 지름

은 3.88m, 1면 길이 1.607m이다. 우전석은 평면 오각형

으로 난간이 꺾이는 모퉁이에 받치는 전석이고, 면전석

은 평면 사다리꼴로 우전석과 우전석 사이 반듯한 면에

받치는 전석이다. 우전석의 홈에는 연엽주석을 꽂고, 면

전석에는 연엽동자석을 꽂는다. 전석은 지면을 평탄하

게 정지한 후 각각 8매의 전석을 평면 8각으로 끼워서 조

【 사진 13 】중동석 운문 【 사진 14 】사방석

【 사진 11 】개첨석 【 사진 12 】중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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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305483

1094

전석(평면도) 상석(평면도)

【 그림 6 】전석 및 상석 평면 실측도

560

우전석 면상석면전석 우상석

【 그림 7 】전석 및 상석 세부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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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우전석의 전체 길이는 1.215m, 최대 폭 82.5cm,

최소 폭 41cm, 두께 34.5cm, 원형 홈 지름 19cm이다. 면

전석의 전체 길이는 94cm, 최대 폭 71.5cm, 최소 폭

36.5cm, 두께 34.5cm, 원형 홈 지름 19cm이다. 

상석(사진 17, 18)은 전석과 마찬가지로 전체 평면 형

태는8각이고우상석(隅裳石)과면상석(面裳石)으로구분

된다. 상석은 전석 위에 올라가고 중앙에는 상석 끝을 약

간 걸쳐 사방석이 놓인다. 상석의 전체 지름은 2.64m, 1면

길이1.094m이다. 우상석은평면오각형으로우전석위에

놓인다. 측면 양면에는 운문이 양각되었다. 면상석은 평

면사다리꼴로면전석위에놓인다. 측면에는여의두문이

양각되었다. 우상석의 전체 길이는 1.095m, 최대 폭

56cm, 최소폭15cm, 두께 24cm이다. 면상석의전체길이

는94cm, 최대폭48.5cm, 최소폭14cm, 두께24cm이다.

(3) 欄干石

난간석은 중앙석을 중심으로 평면 8각으로 돌아가고,

석물로는 연엽주석(곝곸柱石), 연엽동자석(곝곸童子石),

횡죽석(橫竹石)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8).46 연엽주석

(사진 19, 20)은 우전석의 원형 홈에 끼워 세우는 기둥으

로 상부는 연봉형의 보주가 있고, 밑으로는 원대(圓臺)

가 있다. 원대 밑으로는 2열의 음각 홈이 돌아가고, 전면

【 사진 16 】면전석【 사진 15 】우전석

46 난간석은태실외에도왕릉, 궁궐, 다리 등에서도비슷한양식으로조성되어시기에따라비교검토자료로활용할수있다.

【 사진 18 】면상석【 사진 17 】우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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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원문과 원문에서 종으로 내려가는 2중선이 양각되

었다. 좌우 횡죽석을 받치는 부분에는 상하 구분하여 연

엽과 연줄기를 장식했다. 바닥에는 우전석의 홈에 끼울

수 있도록 돌기가 있다. 크기는 높이 1.215m, 폭 49.5cm,

두께 34.5cm이다. 연엽동자석(사진 21, 22)은 면전석의

원형 홈에 끼워 세우는 기둥으로 연엽주석 사이에서 횡

죽석을 받치는 기둥이다. 상면에는 횡죽석을 받치도록

홈이 마련되었고, 정면과 측면에 연엽과 연줄기를 장식

했다. 크기는 높이 67.5cm, 폭 45.5cm, 두께 35cm이다.

연엽동자석은 현존하는 가봉태실 중에 태실의 규모가

커지는 시기인 성종태실(1471년)부터 확인되고 있으며,

적어도 태조부터 세종까지는 연엽동자석 없이 연엽주석

만 세워 횡죽석을 연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횡죽석(사진 23)은 연엽주석과 동자석에 횡으로 얹는

난간대이고, 단면 8각 8매로 구성되었다. 양 끝은 난간석

이 팔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을 고려하여

사선으로 절단하 다. 평면으로 보면 긴 사다리꼴이다.

크기는 길이 1.020m, 폭 25cm이다. 횡죽석은 난간석의

규모에 따라 변화가 보여지는데, 태조부터 세종까지는

연엽주석 사이에 1매의 횡죽석이 사용되었고, 예종부터

명종까지는 양 연엽주석 사이 동자석을 중심으로 2매의

횡죽석을 연결했다.47 이후부터는 태실의 규모가 다시

축소되면서 양 연엽주석 사이에 동자석을 중심으로 횡

죽석 1매만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그림 8 】난간석(연엽주석, 연엽동자석, 횡죽석) 실측도

연엽주석

연엽동자석 횡죽석

47 창경궁내에 옮겨진 성종태실의 난간석에서는 1매의 횡죽석이 사용되었다. 태실가봉은 역대왕의 재위순서에 따라 조성되지 못했다. 즉 성종(1471년), 중종(1507
년), 인종(1546년), 명종(1546년), 선조(1570년), 예종(1578년) 순으로가봉되었으므로예종태실의가봉은선조때이뤄졌음을알수있다.

【 사진 19 】연엽주석 【 사진 20 】주석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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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加封碑(그림 9, 10)

가봉비는 조선시대 사찰 고승의 탑비와 임금이나 고

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신도비(神道碑)의 양식과

매우 유사하다. 비는 화강암으로 제작되었고, 구성은 귀

룡대석과 표석으로 구분된다(사진 24~26). 귀룡대석(사

진 27)은 비를 받치는 대석으로 거북이와 용의 형상을

조합하여 제작된다. 머리는 몸체에 비해 크고 목이 굵어

비대하고 둔한 형상이다. 코는 돼지 코처럼 들창코로 넓

고 입은 벌린 상태에서 여의주를 물고 있는데, 위아래 이

빨은 해학적이며, 입술은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눈은 둥

고, 귀와 뿔은 작게 표현하여 얼굴이 전반적으로 순한

형상을 한다. 태조의 귀룡대석은 머리를 옆으로 돌린 형

태를 하고 있으며, 예종부터 선조의 귀룡대석 머리는 거

북이 형상에 입을 다물고 있어 순한 모습을 하고 있다.

정조의 귀룡대석 형상은 조의 귀룡대석부터 거북이의

형상에서 용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다.48 등에는 비좌

를 중심으로 연입과 줄기를 양각했고 밑으로는 귀갑문

을 표현했다. 목과 발 그리고 꼬리에는 비늘이 새겨져 있

고, 앞 발 발가락은 3~4개를 표현했으나 뒤 발 발가락의

표현은 생략했다. 발밑으로는 팔각대석이 있는데, 귀룡

대석과 한 돌로 이뤄져 있다. 크기는 길이 1.950m, 폭

1.138m, 높이 78cm이다.

48 社團法人全州굃氏大同宗約院, 1999, 『朝鮮의胎室Ⅰ』참조.

【 사진 21 】연엽동자석 【 사진 22 】동자석 측면

【 사진 23 】횡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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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석은 상부의 이수(賂首)와 비신(碑身)으로 구분할

수있으며, 한돌로이뤄져있다. 이수에는두마리의용을

서로 마주보게 배치하고 그 사이에 구름을 가득 채웠다.

전면에는 상부 중앙에 여의두를 두고 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형상을 묘사했으며(사진 30), 측면에는 구름사이에

용의 몸체와 앞다리가 표현되었다(사진 31). 후면에는 구

정면도 측면도 배면도

【 그림 9 】가봉비 입면도

단면도 평면도

【 그림 10 】가봉비 단면·평면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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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27 】귀룡대석 측면

【 사진 29 】비신 후면

【 사진 26 】가봉비 후면

【 사진 28 】비신 전면

【 사진 24 】가봉비 전면 【 사진 25 】가봉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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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 속에 용 두 마리의 뒷다리와 꼬리를 표현했다. 이수의

형태는 태조부터 숙종(광해군 제외)까지는 반원형 또는

장방형의 형태로 두 마리의 용을 표현했다면, 광해군, 경

종의 가봉비를 포함하여 정조부터는 이수의 측면이 비신

으로 내려온다. 이수의 크기는 길이 56cm, 폭 63.5cm, 두

께 40cm이다. 비신(사진 28, 29)은 사면을 반듯하게 치석

했으며, 전면(前面)에는‘正宗大王胎室’, 후면(後面)에는

‘嘉慶괯年十月二十七日建’이라고해서체(楷書體)로각자

했다.49 크기는길이1.2m, 폭 51.8cm, 두께30cm이다.

태실 석함 안에는 태를 담은 태항아리와 태주의 탄생

일과 장태일이 기록된 태지석이 봉안된다. 태항아리는

다시 큰 항아리인 외항아리와 작은 항아리인 내항아리

로 구분된다. 태는 내항아리에 담게 되는데, 먼저 내항아

리 바닥에 동전 1점50을 놓고 그 위에 태를 담는다. 다른

태실에서 발견된 내항아리에서는 동전 외에도 금편, 금

종이, 은편 등도 일부 확인된다. 항아리는 화기를 넣어

뚜껑을 덮고 폐한 후 끈으로 묶은 다음 장방형의 목간

(木簡)51을 매단다. 태지석은 오석과 대리석을 사용했고,

명문각자 방식에 따라 1608년까지는 전면에만 각자하고

이후로는 양면에 각자하게 된다. 서삼릉태실 발굴조사

에서 수습된 태항아리와 태지석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에서 소장하고 있다. 그럼 봉안유물의 종류별 특징에 대

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白磁 胎항아리

현존하는 백자태항아리 중에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

된 태항아리로는 세종 태항아리(1397)이다.52 15세기 전

49 왕이 재위 중에 본인의 태실을 조성할 경우에는 비문에‘主上殿下胎室’이라고 새기며, 선대왕의 태실을 조성할 시에는 諡號를 따랐다. 정조의 경우 후대 순조에
의해조성되었으므로시호를따랐다.

50 동전은 조선 초기 朝鮮通寶가 통용되던 시기에는 사용하던 동전을 태항아리 안에 넣었으나, 명종이후부터는 중국의 옛 동전인 開元通寶가 주로 사용된다. 일부
明錢(崇禎通寶, 萬曆通寶)도 확인된다.

51 목간에는‘前面 : 某年某月某日某氏誕生某阿只氏胎, 後面 : 護産廳/事務官OOO/護産官OOO’이라고묵서로쓰여있다.
52 세종태항아리에 대해서는 제작시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서삼릉태실 발굴조사에서 수습된 태지석이 1601년에 改藏된 것을 근거로 태항아리도 이 시기에

새로 제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심현용, 2005, 「星州 世宗大王子胎室 硏究」『博物館곐報 第2號』, 강릉대학교박물관, p.52.), 서삼릉태실에서 수습된 백
자항아리는태항아리가정형화되는 15세기후반이후의양식이아닌독특한제작기법을가지고있으므로관요이전에제작된태항아리라고할수있다. 1601년에
제작되었다면 관요설립 이후의 정형화된 태항아리가 제작되어야 마땅하다. 태토, 유약, 성형기법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양구 방산에서 제작된 연질
백자로추정된다(윤용이, 1999, 「조선시대백자태항아리의성립과변천」『서삼릉태실』, 국립문화재연구소, p.135.). 

【 사진 31 】이수 측면【 사진 30 】이수 전면

봉안유물의종류와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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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서 후반까지는 분청사기가 태항아리로 제작되어 사

용되고, 광주에 분원관요가 설치(1467·8년경)되어 운

되면서 백자태항아리가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제작된다. 관요 설치

후 백자태항아리의 시기별 변천과정은 총 6단계로 구분

할 수 있다.53 정조태항아리는 제Ⅳ기(1735~1754년)에

해당되고, 이 시기의 태항아리로는 장조의황제(莊祖懿

皇帝 1735), 화유옹주(和柔翁主 1740), 의소세손(懿昭世

孫 1750), 화령옹주(和걒翁主 1753), 화길옹주(和吉翁主

1754) 등이 있다.

태항아리는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특별히 제작된 것

으로 정조가 태어나던 해(1752년)는 관요가 남종면 금사

리요(金沙里窯)에서 분원리(分院里)로 옮기는 시기에 해

당된다. 태항아리는 왕실 자손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제

작되기 때문에 정조의 태항아리는 금사리요 또는 분원

리요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54 금사리요 1호,

2호, 7호에서 태항아리 저부로 추정되는 편이 수습됨에

따라 태항아리가 제작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55 그럼

외항아리와 내항아리의 세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외항아리 뚜껑은 보주형의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손

잡이 목에는 수직으로 긴 구멍이 4곳 뚫려 있다. 뚜껑 상

면에는 2줄의 음각선이 돌아가고, 외면에는 봉합한 끈

자국이 남아 있다. 내면에는 소성 시 받쳤던 둥근테받침

이 돌아간다. 백자태항아리 번조 시 뚜껑의 받침형태는

15세기 후반~16세기 후반까지는 주로 태토빚음받침을

하고 일부 15세기 후반의 내항아리뚜껑에서는 가는모래

받침도 보인다. 16세기 후반~19세기 후반까지는 주로

둥근테받침을 한다. 크기는 높이 12.1cm, 뚜껑지름

24.8cm, 기벽두께 0.6~1cm이다.

항아리는 구연이 넓게 외반되었고, 입술면이 둥 다.

어깨는 벌어졌고 저부로 가면서 좁아지는 기형을 하고

있다. 조선 전기의 태항아리 기형은 대부분 장신형이고

테쌓기 성형으로 제작하 다. 16세기 후반부터는 장신

형의 항아리에서 단신형으로 바뀌고, 테쌓기 성형에서

물레 성형으로 제작된다. 어깨 밑으로는‘C’자형의 고리

가 4개 달려 있는데 고리와 기면의 접합부분은 눌러서

【 그림 11 】태항아리 입·단면도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인용)

【 사진 32 】정조대왕 태항아리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인용)

53 윤석인, 2010, 「朝鮮王室胎항아리變遷硏究」『古文化75』, 한국대학박물관협회, pp.64~71.
54 태항아리의 제작 시기는 그동안 장태일을 기준하여 삼았으나, 왕실산속의 기록에 의하면 태항아리는 왕실자손이 태어나기 전에 미리 구비하기 때문에 장태일보

다는 탄생일을 기준하는 것이 제작 연대의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윤석인, 2010, 「朝鮮王室 胎항아리 變遷 硏究」『古文化75』, 한국대학박물관협
회, p.53. 참조). 

55 강수연, 2001, 『朝鮮時代白瓷胎缸에관한硏究』, pp.71~72. 
윤용이, 1993, 『韓國陶瓷史硏究』, 문예출판사, p.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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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 다. 4개의‘C’자형 고리는 15세기 후반에서 17

세기 후반까지는 어깨에 부착되다가 18세기 전반에서

들어서는 중앙으로 내려가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후반까지는 아래로 내려간다. 바닥은 안굽이며, 모래받

침으로 번조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했고 유약

은 담청색 투명유를 전체적으로 고르게 시유하 다. 내

면에는 물레 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크기는 높이

21.8cm, 입지름 22.3cm, 굽지름 15.2cm, 기벽두께

0.5~1cm이다. 

내항아리 안에는 아기의 태와 동전, 금편, 은편 등이

들어간다. 내항아리는 외항아리의 축소형이다. 뚜껑은

작은 접시를 엎어 놓은 형태로 상면에는 보주형의 손잡

이가 달려 있으며, 손잡이 목에는 수직으로 긴 구멍이 4

곳 뚫려 있다. 뚜껑 상면에는 2줄의 음각선이 돌아가고,

내면에는 소성 시 받쳤던 둥근테받침흔이 남아 있으며,

번조 시 갈라진 균열이 보인다. 크기는 높이 6.6cm, 뚜껑

지름 13.1cm, 기벽두께 0.4~1.1cm이다.

항아리는 구연이 약간 외반되었고, 입술 면이 둥 며,

구연 밑으로는 1줄의 음각선이 돌아간다. 어깨는 넓게

벌어지다가 저부로 좁아진다. 어깨 밑으로는 4개의‘C’

자형 고리가 달려 있는데 고리와 기면의 접합부분은 눌

러서 처리하 다. 바닥은 안굽이며 모래받침으로 번조

했다. 태토는 정선된 백토를 사용했고, 유약은 담청색유

를 전면에 걸쳐 시유했다. 내면에는 물레 자국이 선명하

게 보이고, 바닥에는 동전 자국이 남아 있다. 크기는 높

이 12.4cm, 입지름 11.7cm, 굽지름 10cm, 기벽두께

0.3~0.7cm이다.

2. 胎誌石

태지석에는 태주의 탄생과 장태의 사주가 적혀 있다.

태지석은 태실 석물을 조성할 때 제작되어 매납되므로

탄생 이전에 제작된 태항아리와 제작시기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태지석의 제작방식은 시기에 따라 석질, 명

문각자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조대부터 태종대까지는 태지석이 확인되지 않고,

세종대 왕자태실에서 확인되기 시작한다. 세종왕자의 태

지석은 점판암의 자연석을 장방형으로 거칠게 치석하여

명문이 새겨지는 면만 반듯하게 다듬어서 태주의 이름과

탄생일, 장태일을 기입했다.56 이러한 양식은 세종대부

터 문종대까지 확인된다. 세조대부터 연산군대까지는 잘

다듬어진 장방형 점판암의 한 면에 태주의 아명과 탄생

일, 장태일이 새겨 있다. 연산군대부터 선조대까지는 방

형의 잘 다듬어진 대리석·오석의 한 면에 태주의 아명

56 文化財管理局文化公報室, 1977 『地方有形文化財88獄 世宗大王子胎室發見遺物』의내용참조.

【 그림 12 】태지석 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인용)

【 그림 13 】태지석 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인용)

【 사진 33 】태지석 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인용)

【 사진 34 】태지석 후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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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탄생일, 장태일을 적었다. 선조대부터 현종대까지는

방형의 오석 양면에 명문을 각자하는데 전면에는 태주의

탄생일을 종으로 2줄 각자하고, 후면에 장태일을 종으로

1줄 각자한다. 숙종대부터 조대까지는 방형의 오석 양

면에 1줄로 탄생일과 장태일을 기입하는데, 정조의 태지

석은 이 시기의 양식에 해당된다.57 전면(前面)에는‘壬

申年九月二十二日丑時生元孫阿只氏胎’, 후면(後面)에는

‘乾隆十八年正月二十一日午時藏’이다. 음각 명문 안에

는 붉은 주칠을 하 고, 씨체는 해서체(楷書體)이다.

제작시기는 장태일을 기준하여 조 29년(1753)이다. 크

기는가로28.9cm, 세로 28.9cm, 두께 5.5cm이다.

3. 銅錢

태와 함께 담긴 동전은 태주의 무병장수와 부귀 화

를 염원하는 의미가 담긴 것이라 할 수 있다. 태항아리

내에서 동전이 확인되기 시작한 것은 예종(1450년)이며,

동전은『朝鮮通寶』를 사용했다. 예종 이전의 왕 또는 왕

자의 태항아리 내에서는 아직까지 동전이 확인된 바 없

다. 조선통보는 세종 5년(1423)에 저화제(楮貨制)58의 한

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작되었고 인조 14년(1636) 병자호

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통용되었다. 태항아리에 사용된

조선통보는 명종(1534)까지 확인되고, 선조대부터는 중

국의 옛 동전인 개원통보『開元通寶』가 주로 사용되었으

며, 명전(明錢)인『崇禎通寶』와『萬曆通寶』도 사용되었

다. 즉 선조 재위 중 조선에서 주조한 조선통보의 사용이

중단되고 부장동전으로 중국의 옛 동전이 사용되기 시

작했다. 특히 조선 중기 이후에 주로 사용되는 개원통보

는 동전명의 의미인“으뜸이 열린다”는 개원(開元)의 뜻

이 신생아기씨(新生阿只氏)에게도 전달되기를 축원하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59 조선통보 이후

부장동전은 중국전의 사용이 일반화되었다. 조선에서

제작된 동전을 계속 사용하 다면 숙종대부터는『常平

通寶』가 부장됨이 타당했을 것이다.60

정조 내항아리 바닥에서 수습된 동전은 개원통보(開

元通寶)로 전체가 청동녹과 흙으로 고착되어 있었다. 문

자의 서체는 예서체(괐書體)이고, 읽는 순서는 대독(對

讀)이다. 동전의 겉 테두리는 중연(中緣)이고, 속 테두리

는 세곽(細郭)이다. 문자‘寶’자의 갓머리가 긴 중간보

(中冠寶)이고‘貝’의 八자 모양이 좌우 직각인 방족보(方

足寶)이다. 동전 배면에는 상부상향(上部上向)에 월표

(月標)가 있다. 크기는 지름 2.8cm, 무게 2.90g이다.

전면 배면 X-ray 전면

【 사진 35 】개원통보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인용)

57 정조의맏아들인문효세자의태지석은전면에 2줄 각자, 후면에 1줄 각자방식을따르고있다. 태지석은문효세자이후로확인되지않는데, 정조대부터원자(세자)
를 제외한 태실을 창덕궁 비원에 조성하면서 태항아리만 매납하고 태지석은 제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삼릉으로 이장된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살펴보면,
조선초 태조~세종, 정조대(문효세자) 이후에 태지석이 모두 서삼릉 이장 시 새로 제작된 것으로 볼 때 원래부터 태지석이 제작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생각된다
(윤석인, 2008, 「西三겓태실奉安遺物에대한硏究」『江原考古學報』第11號, p.25.).

58 고려 말에서 조선초에 사용되던 화폐로 닥나무껍질로 만든 지폐이다. 조선건국 초기에는 집권적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물품화폐와 칭량금화·칭량은화
등이 유통되는 자연 경제적 유통질서를 극복하고 저화나 동전 등을 법화로 유통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1408년(태종 8)에 칭량은화의 통용을 금지시켰고, 이
어 1410년부터 저화를법화로만들어쓰기시작했다. 그러나 조선전기에도고려에비해정도의차이는있지만화폐가유통될정도의사회경제적여건이성숙되
지 않았고, 화폐원료의 공급난이나 화폐정책의 불합리성은 여전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 저화나 동전 등은 법화로 계속 유통되지 못하고 포·쌀 등 물품화폐와
칭량은화가유통되었다.

59 社團法人全州굃氏大同宗約院, 1999, 『朝鮮의胎室Ⅰ』, p.186.
60 윤석인, 2000a, 『조선왕실의태실변천연구』, 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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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의 태실은 강원도에 소재한 유일한 조선시대 왕

의 태실이다. 원 태봉은 이미 훼손되어 인근 능선에 복원

되어 있지만, 태실석물이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다. 태실

의 훼손은 조선이 일제에 의해 국권을 상실한 이후부터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진행되었다. 

일제강점기 총독부 소속 이왕직(굃王職)에서는 전국

에 산재한 태실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전국에 있는

태실 53기의 태실석물을 해체하고 지하 석함 안에 있는

태항아리와 태지석을 경기도 고양시 서삼릉으로 옮겨

시멘트 맨홀에 일괄 매납하 다. 정조의 태항아리와 태

지석도 이때 옮겨지게 되었다. 평면‘日’자로 조성된 서

삼릉 태실 집장소, 지금은 해체하여 재정비하 지만 당

시 일제의 우리 문화 말살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안타

까운 역사라 할 수 있다. 

태봉 정상에 해체된 석물은 이왕직에서 봉안유물을

서삼릉으로 이전한 후 오랜 기간 방치되고 훼손되었다.

그러나 이후 1967년 월개발위원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있었던 석물들을 수습하여 금강공원에 일괄 옮

겨 관리하게 된 점은 정말 다행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조태실은 다른 태실자료와 비교해 볼 때 태실의궤,

태실석물, 봉안유물 등 거의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조태실과 관련된 의궤를 비롯한 여러 문헌자

료와 태실 석물과 봉안유물이 모두 남아 있어 태실의 전

반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아울러 정조태실의

수호사찰(守護寺刹)로 추정되는 정양사 터가 인근 지역

에서 확인됨에 따라 추후 고고학적인 조사를 통해 정조

태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

사가 이뤄진다면 정조태실과 수호사찰을 묶어 종합적으

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에서는 정조태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

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문헌사료를 통해 태실조성의 진행

과정과 정조의 애민정신(愛民精神)을 파악할 수 있었고,

태실석물의 실측자료와 사진자료를 통해 문양과 조각수

법 등 세부적인 양상을 다른 태실석물과 비교하여 살펴

볼 수 있었으며, 아울러 태실 석함에 봉안된 유물의 양식

과 특징에 대해서도 비교 검토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초

자료들은 추후 태실연구에 있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정조태실을 정리하는 데 있어 물심양면

으로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정양사터의 위치를 알

려주시고, 도면 및 사진자료 등을 선뜻 제공해 준 월군

청 문화재담당자인 안백운 선생님께 이 지면을 빌어 깊

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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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aeshil of Great King Jungjo of Joseon

Abstract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Taeshil of King Jungjo, the 22nd King of the Joseon dynasty located in

Yongwol, Gangwondo. The Jangtae culture - burial of the navel cord - is a unique Royal ritual which began

during the Shilla dynasty and continued to be carried out for a long period until the Koryo and Joseon dynasties.

Until today, about 300 Taebong sites have been discovered, most of which are the Taebong of the decedents of

the royal family of the Joseon Kingdom.

Most Taeshils built for Kings of the Joseon dynasty were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mong which only a few have been recovered and managed across the nation. The Taeshil of King Jungjo is

one of the leading examples among existing Taeshils in Korea which has managed to preserve well enshrined

relics as well as literature documents including stone relics in perfect sets.

Thus, in order to examine the Taeshil of King Jungjo comprehensively, first of all literary material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of King Jungjo’s Taeshil such as the Josunwangjosilrok -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朝

鮮王朝實걧)”. “Jungjongdaewang Taesilgabong Euigwe (正宗大王胎室加封儀軌) - Royal activities related to

Taeshil, and local historic documents etc were searched and put together, while a focus was placed on

examining the geographical location and state of the Taebong, including the specific style of each part of the

Taeshil stone and characteristics of enshrined relics. Such materials are believed to have important utility in the

future as a basic material to be used for research, maintenance, and restoration of Taeshil relics.

So far, Taeshil relics is a field that has not been able to attract much attention from the academic world,

however attention has begun to be paid to Taeshil relics due to recent archaeological excavations as well as an

approach to artistic history. Academic research results are expected if Taeshil relics are able to be examined

comprehensively in future covering various areas such as literature history, archaeology, and artistic history etc.

Key Words King Jungjo, Jangtae Culture (Burial culture of the navel cord), Dynasty, Taebong (Mountain built for Taeshil),

Taeshil (A room made of stones for storing jars containing placenta)

Yun, Seok In
Gangwon Research Institute of Archaeological and Cultural Properties

●●

Received : 03 September 2012 ｜ Revised : 04 February 2013 ｜ Accepted : 28 February 2013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6, No.1, March 2013, pp.76~101
Copyrightⓒ2013,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fi¨› 06) –…fi ˛  2013.4.22 1:55 PM  ˘ ` 101   G4-15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