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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를 죽였는가?

충북 충주시 엄정면 괴동리 태봉마을에 있는 ‘경종대왕 태실’은 조선의 20대 왕인 경종의 태

를 봉안한 태실이다. 태봉이라 불리는 산봉우리의 나지막한 정상부에 자리하고 있다. 

경종은 1688년 숙종과 희빈 장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희빈 장씨는 궁녀로 있다가 숙종의

눈에 띄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경종이었다. 경종은 숙종의 첫 왕자로서 왕실에서는 예

법에 따라 경종의 태를 담은 항아리를 석함에 넣어 묻고 봉토하였다.

하지만 경종은 어린 나이에 생모인 희빈 장씨의 비참한 죽음을 봐야 했고 즉위 후에도 여러

번 정치적인 위기를 겪었다. 1720년 숙종이 죽자 조선 제20대 왕으로 즉위하였으나 그의

재위 기간에는 노론, 소론의 당쟁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였다. 그는 노론의 압박으로 이복

동생이던 연잉군(훗날 영조)을 세제로 책봉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맡기

고 물러나야 하는 위기까지 겪었다. 그러던 중 병약하던 그는 병석에 누웠다가 급서해 버

리고 말았다.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독살설이 당대에서부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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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했다.

1724년 8월 21일 어느 날. 경종실록에는 비와 눈이 내렸다고 되어 있을 정도로 날씨조차

이상한 날이었다. 경종은 전날 김대비와 연잉군이 올린 게장과 생감을 먹은 후에 복통과

설사가 심하여 병세가 악화되어 있었다. 그런데 게장과 생감은 의가에서 꺼리는 대표적인

상극음식이었다. 어의들이 강한 약을 처방했으나 왕의 병세는 악화될 뿐이었다. 상황이 위

급해지자 신하들이 달려왔다. 경종은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려 하였으나 말조차 하

지 못했다. 이때 세제 연잉군이 울면서 말했다. 

“인삼과 부자(附子)를 급히 함께 쓰도록 하라.”

연잉군의 명에 따라 이광좌가 인삼을 두 번이나 임금에게 올렸다. 그러자 유의(儒醫) 이공

윤이 급히 나섰다.  

“지금 인삼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처방한 약과 인삼은 상극이라 지금 인삼을 쓰

게 되면 위험합니다.”

연잉군 세제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려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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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공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잉군의 명에 따라 이광좌는 다시 인삼을 올렸다. 경종

이 스스로 마시지 못하자 의관이 숟가락으로 떠서 입속에 넣으면서까지 인삼을 먹였다. 

그러나 세 번이나 인삼을 먹은 경종은 날을 넘기기 전에 숨이 멎었다. 경종이 급서한 후 세

제 연잉군이 즉위하니 그가 바로 영조였다. 영조가 즉위하니 경종이 독살 당했다는 소문이

돌고 전국 각지에 벽서가 나붙기도 했다. 영조는 반대파를 제거하고 사형시켰는데 그때 영

조가 반대파인 김일경, 묵호룡 등에게 말했다. 

“네 목을 베어 대행대왕(경종)의 빈전에 바치겠다.”

그들은 영조의 말을 비웃으며 대답했다. 

“나 또한 선왕 곁에 묻히기를 바라오.” 

그것은 경종의 충신은 영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라는 항거였다. 

그 후에도 경종 독살설이 다시 나돌았다. 그때 국문 당하던 소론 인사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선왕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게장을 먹지 않소이다!”

당쟁(黨爭)이 격화되면서 정계에서 밀려난 소론 강경파와 남인들은 경종 독살설을 기정사

실로 받아들였고, 이 논쟁은 틈만 생기면 재연되었다. 경종 독살설을 둘러싼 노론(老論)

과 소론(少論)의 갈등은 급기야 사도세자(思悼世子)에게까지 여파를 남기게 되었고, 노

론과 영조의 미움을 받은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죽어가야 했다. 경종의 독살설은 결국

조선왕조사상 최악의 비극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운의 군주, 태로부터 죽음까지

경종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파란만장한 일을 숱하게 겪어

야 한 비운의 군주였다. 그것은 희빈 장씨의 아들로 태어

난 그 순간부터 그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다. 태어난 지 두

달 만에 원자(元子)가 되긴 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

이듬해인 1689년 기사환국이 일어나 우암 송시열을 비롯

한 서인세력이 대거 숙청당하였으며, 중전인 인현왕후가

폐출되는 회오리바람이 조정에 몰아쳤다. 권력을 잡은

생모 장희빈이 중전에 올라 경종 또한 3살 때 세자(世子)

에 책봉되는 등 조선왕조 역사상 최연소 차기 왕권자(王

權者)로 낙점되었지만, 1694년의 갑술환국으로 7살 때경종대왕 태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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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장희빈이 중전의 자리에서 희빈(禧嬪)으로 강등되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고, 14살 때

는 생모 장희빈이 사사(賜死)되는 걸 지켜봐야만 하였다. 그리고 이때, 생모 장희빈의 손

에 의해 하초를 못 쓰게 되었고, 후사(後嗣)를 생산치 못하는 불구자(不具者)가 되어 병

약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즉위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다. 그는 본래 신병(身病)이 있었으므로 왕자를 낳을 수 있는

가망이 없다는 명분으로 노론의 영의정 김창집 등이 주장하여 왕제(王弟) 연잉군(延 君)

을 왕세제(王世弟)로 책봉(冊封)하도록 강요했다. 경종은 그 강요에 따를 수밖에 없었

다. 노론은 더 나아가 세제 연잉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고 물러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에 소론의 거두 김일경이 이를 반박하는 한편 목호룡의 지지로 다시 친정을 할 수 있었고

경종을 끌어내리려 했던 김창집 등 4대신이 피살되고 연루자가 많이 발생한 임인옥사가 일

어났다.

죽어서도 그는 변란을 당했다. 태실이 파헤쳐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1831년(순조

31) 김군첨 등이 작당하여 경종대왕 태실을 파헤치고 태봉지기에게 화(禍)를 전가시키려고

하였는데 공충도 관찰사 홍희근이 진상을 보고하였다. 조정에서는 주동자 김군첨을 사형

에 처하였으며 그 외 관련자 11명은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경종대왕 태실은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태실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1928년 전국

의 태실을 창경원(昌慶園) 안으로 옮긴 후 석물(石物)이 흩어져 있던 것을 1976년에서야

원위치에 복원(復元)하였다. 

경종대왕 태실 앞에는 ‘景宗大王 胎室’이라 쓰인 태실비가 세워져 있다. 태실비에 의하면

경종이 1688년(숙종 18) 10월에 태어나자 이듬해 2월에

태장하였으며, 1726년(영조 2) 9월 가봉(加封)하였다.

영조는 선왕인 경종의 태실을 꾸미고, 순호군 16명을 두

어 3년마다 위안제를 지냈다.

경종대왕 태실(胎室)은 둥근 부도형의 태실탑(胎室塔)

을 중심으로 외곽(外廓)에 팔각형(八角形)의 옥개석(屋

蓋石)이 있으며, 보호를 위해 팔각형의 돌난간(石欄干)

을 둘렀다. 돌난간 내부의 바닥에는 중앙부로부터 밖으

로 방사선(放射線)처럼 넓게 다듬은 16매의 판석(板石)

을 깔았다. 북쪽에 태장(胎藏) 때에 세운 태실비(胎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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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가 있고, 동쪽에는 귀부(龜趺)와 쌍룡(雙龍)을 조각한 이수를 갖춘 가봉 시에 세운 태

실비가 있다.

경종대왕 태실은 1975년 8월 20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태항(胎缸)

은 없어졌으나, 원형대로 복원되어 조선시대의 왕실(王室) 태봉(胎封)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의미가 크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경종대왕 태실

간접 관련된 유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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