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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태를 범하지 마라!”

충북 청원군 낭성면 무성리 태봉마을에 영조대왕의 태실이 있다. 영조는 숙종과 무수리 출

신인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난 왕으로서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서 재위기간이 가장 길어

52년간 왕위에 있었다. 아버지 숙종은 장희빈을 사랑하여 중전으로 삼았다가 폐위시킨 바

있고 장희빈에 실망한 숙종에게 승은을 입었던 여인이 영조의 어머니였다. 

영조대왕의 태실은 본래 지금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본래는 지금의 자리에서 남동

쪽으로 높이 솟은 산봉우리에 있었는데, 1928년 일제에 의해 태실이 도굴된 후, 청원군 부

용면 부강리(지금은 세종시에 편입됨)에 사는 돈 많은 부자 김모 씨가 태실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아버지 묘소를 조성하면서, 태실의 각 부재들은 산 아래로 굴러내려 흩어졌

고, 태실비도 함께 마을로 굴러 떨어졌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이 태실비를 마을 안에 세워

놓았는데, 1982년 여름에 큰 비가 내리면서 태실의 석재들이 산비탈에서 노출됨으로써 지

붕돌 등 결실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두고 발견된 부재만으로 어느 정도 원형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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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게 복원을 하였다. 지금도 태실의 원위치는 김모 씨의 소유로 되어 있어 원래의 위치로 이

전 복원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태실 자리에 묘소를 쓴 김모 씨의 집안은 그 이후에 점차 가세가 기울

고 집안에 우환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김모 씨가 태실 자리에 그의 아버지 묘소를 쓴 것

과 관련된 이야기가 충청북도에서 1982년에 간행한 『전설지』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일제시대 때 김학선이라는 자가 부용산에 올라서 사방을 관찰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흔히 학도사라고 불렀다. 새벽부터 부용산을 맴돌며 사방을 관찰하고 있던 그는 해질 무

렵에 동북간으로부터 한 줄기 은광이 은은하게 번지는 것을 발견하고 무릎을 쳤다. 오랫

동안 기다리던 징조를 발견한 것이다. 

“바로 저곳이다. 저곳으로 묘를 쓰면 되겠다!”

다음날 새벽 학도사는 눈에 익혀두었던 방향을 찾아 말구리재를 넘어 한곳에 다다라 보니

낡은 각이 서있는데 그 곳을 살펴보니 참으로 희귀한 명당임을 알 수 있었다. 학도사가 부

용산에서 번져 오르는 은광을 본 것은 바로 이 자리였던 것이다. 그는 매우 기뻐하여 그의

아버지 묫자리를 그곳으로 삼았다. 

영조대왕 태실



“이런 명당에 묘를 쓰면 자손의 영화가 적어도 10대는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 무덤을 만들어 놓던 날 밤 학도사는 꿈에 그의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

는 옷이 헤지고 상투는 풀어져 산발이 되고 볼기는 곤장을 맞아 피를 흘리며 아픔을 견디

지 못하는 듯 다리를 절고 있었다. 

“아버지 어찌된 일이십니까?”

“밤에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형방 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

곳이 어떤 곳인데 감히 자리를 찾아 누웠느냐고 하더라. 그러고는 나를 형틀에 엎어 놓고

모질게 때리면서, ‘장차 이런 극악무도한 놈은 자손 대대로 형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는 어

둠속으로 사라졌다.”

깜짝 놀라 잠을 깬 학도사는 다음날 그곳으로 가서 다시 살펴보고 난 뒤 그 곳이 보통 정

각이 아니라 왕의 태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학도사는 태실이 승(勝)하지 못하도록 술수

를 부려 예방을 해놓고 돌아왔다. 그런데 그날 밤도 학도사는 꿈을 꾸었다. 기골이 장대

한 무인이 나타나 손에 융도를 들고 소리쳤다. 

“어찌 보잘 것 없는 술수를 가지고 무엄하게도 전하 태실을 범하려 하느냐? 나는 대왕의

안태사(安胎使)로서 태실을 호위하고 있는데 이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안태사는 융도를 내리쳐 학도사의 목을 잘랐다. 학도사가 기겁을 하면서 눈을 뜨니 동쪽

창문이 열리면서 큰 소리가 났다. 

“나를 당할 자는 없느니라!”

큰 소리가 메아리치며 찬바람이 방안을 감돌았다. 학도사가 심히 놀래서 날이 밝기를 기

다렸다가 황급히 정각으로 달려가 그의 아버지 무덤을 파보았더니 시체가 없어져 있었다.

그로부터 학도사는 비탄에 잠겨 세상을 폐인처럼 방랑하다가 마침내 수리산 계곡에서 호

우를 만나 발을 헛디뎌 급류에 휘말리게 되어 목숨을 잃었다. 

그 후 사람들은 “나를 당할 사람이 없다.”는 안태사의 말을 신비롭게 여겨 이 고을 이름을

무성고을이라고 지어 불렀고 무성고을이 오늘날 ‘무성골’이라고 전해진다. 

또 다른 설은 학도사의 꿈에 나타난 기골이 장대한 무인이 있었다고 해서 무성골이라 불

렀다고 한다. 또 다른 설로는 상당성으로 들어가는 호반들의 길목이었으므로 예로부터

무성고을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전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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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사들이 지키던 태실

영조대왕의 태실은 1984년 12월 31일 충청북도기념물

제69호로 지정되었다. 『충청도읍지(忠淸道邑誌)』에는

이 태실이 청주에서 동쪽으로 20리 떨어진 청주목 산내

일동면 무쌍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현재의 낭성면 무성리이다. 

영조태실의 조성경위와 제반 사항을 소상하게 기록한

≪태실가봉의궤 胎室加封儀軌≫(충청북도 유형문화

재 제170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영조의 탯줄은 1695년(숙종 21)에 일등태봉인 충청도

청주목 산내 일동면 무쌍리에 묘좌유향(卯坐酉向)의

명당에 안치하였다가, 1729년(영조 5)에 예조의 건의로

태실을 석조물로 치장하였다.” 

태실의 형태는 공주에 있는 숙종의 태실을 모방하여, 중

앙에 2단으로 된 정사각형의 대석을 놓고 그 위에 계란

모양의 태실 몸돌과 팔각의 지붕돌을 놓았다. 그리고 그 주위에 8개의 장대석을 8각으로

놓고, 8각의 모서리에는 팔각기둥을 세웠다. 8면의 중앙에는 사각의 동자석을 세운 뒤 육

각의 장대석을 가로 얹은 돌난간을 둘렀다. 

태실 앞에는 거북 받침돌 위에 비석 몸돌을 세우고, 상단에는 용무늬를 조각한 태실비(胎

室碑)를 세웠다. 비석의 앞면에는 ‘주상전하태실(主上殿下胎室)’이라 쓰여 있고, 뒷면에

는 ‘옹정 7년 10월 14일(雍正七年十月四日建)’이라 쓰여 있어 태실의 주인공과 세운 시기

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영조대왕 태실은 구한말까지는 나라에서 8명의 수호군을 두어 관리하였으나, 1928년에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전국에 있는 태실을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구실로 태항아리만 꺼내어

서울 창경궁으로 옮기면서 크게 파손되었다. 그 후 태실 자리에는 민간의 묘가 들어섰고,

태실비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로 옮겨 세웠다. 1982년 청원군에서 갓처맛돌이 없는 상태로

태실을 복원하였다. 

한편, 영조대왕 태실 유적과 별도로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태실가봉의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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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호로 지정되어 있다.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는 전국의 많은 태실 가운데 유일하게

조성경위를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로서 태실을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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