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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 삼년상을 통한 태종 왕통의 완성

1)

남 지 *

1. 머리말

2. 태조의 죽음과 장례

3. 졸곡에서 소상까지

4. 소상 이후 상, 부묘까지

5. 맺음말

록: 태종이 태조 삼년상을 통하여 王統의 완성을 마무리한 것을 검토한 이다.

1408년 5월 태조가 74세로 졸하여, 아들 태종이 상주로서 태조 삼년상을 치 다. 삼년상이 미

리 정해져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백 이 易月로 禫除한 뒤에 신들이 聽政을 청하 는데, 태

종은 아직 49재와 장례가 끝나지 않았다고 불윤하 다. 9월 장례를 치른 뒤에 명 사신이 肉膳들

기를 권한 것을 굳이 사양함으로써 상 임을 거듭 밝혔고, 순 조에서 祔廟 시기를 정하는 과

정에서 삼년상이 공식 확정되었으며, 하순 明帝가 사신을 보내어 태조에게 賜祭 賜諡한 것을 계

기로 삼년상을 내외에 천명하 다. 태종이 虞祭의 신주에 ‘皇 ’라 으로써 ‘태조를 바로 이은

왕통’을 이미 천명하 고, 사시 받은 것을 ‘有明賜諡康憲’이라 改題하여 다시 온 천하에 밝히었다.

바로 그 날 민무구 형제의 죄를 낱낱이 밝히는 교서를 내려 그 용서할 수 없음을 확인하 다.

1409년 3월 태종은 모후의 齊陵에 한식제를 지내러 가기 에 신덕왕후 貞陵을 도성 밖으로 옮

겼다. 태종이 통의 근거인 모후가 태조의 嫡妻임을 확인하고 (세자) 芳碩의 어미를 繼妃로 낮

춤으로써 왕통의 바름을 내세우려는 것으로 읽힌다. 윤4월에 태조의 健元陵에 비를 세워 태종이

부왕 태조를 이은 자신의 공을 새김으로써 王統은 태종이 바랐던 로 완성되었다.

小祥 후에는 6월에 하교하여 구언하는 등 정사에 의욕을 보이다가, 8월에는 세자에게 선 를

선언하 다가 추석 직 에 없는 것으로 되었다. 10월 하순에 명에 진헌마 1만 필을 보내기로 하

고, 태종은 바로 세 에 건원릉에 친히 제사 모셨다. 1410년 3월 제릉을 배알하려 개성에 가

있으면서, 민무구 형제를 賜死하 다.

* 서원 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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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년 5월에 大祥, 7월 보름에 禫祭한 뒤에 하순에 종묘에 祔廟하고, 8월 에 건원릉에 免喪

을 아뢰면서 태종의 삼년상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

핵심어: 태종, 태조, 삼년상, 皇 , 王統, 嫡統, 祔廟

1. 머리말

필자는 태종의 왕 와 왕권이 명분과 정통에 흠이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여,1)1)

태종이 스스로 그 명분상의 허물을 의식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여 왕통을 바루면

서 왕권을 확립하려 하 음을 구명하여 왔다.2)2)이제 필자는 태종이 태조 삼년상을

통하여 왕통의 정당함을 거듭 드러내었음을 살펴, 태종이 왕 왕통과 련한 명

분의 허물을 극복하는 과정을 구명하는 것을 매듭지으려 한다.

필자가 다루려는 것은 태조 삼년상을 통한 태종 왕통의 완성이어서, 의례로서

삼년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상의례로서 삼년상에 한 연구사는 아주 간략하

게만 정리한다. 지두환 교수는 일찍이 성리학의 정통론을 심으로 宗法과 廟制·

國喪儀禮에 한 이해를 체계화하 다.3)3)지두환 교수는 태종의 태조 상에 해서

는 易月의 短喪으로 악하 는데, 최근 석창진은 백 은 역월의 단상을 하 으나

태종은 삼년상을 수하 음을 구체 으로 확인하여 태조 국상의례의 이 성격

을 지 하고 그것이 세종 에 극복되었음을 밝혔다.4)4)그리고 이승민은 고려 때에

1) 崔承熙, 2002 ｢太宗朝의 王權과 國政運營體制｣, �朝鮮初期 政治史硏究�, 지식산업사

2) 남지 , 2014 ｢조선 태종의 즉 과정과 내세운 명분｣, �역사와 담론� 69, 湖西史學會; 2013

｢조선 태종의 왕 와 왕통의 정당화｣, �한국문화� 63, 奎章閣韓國學硏究院; 2014 ｢조선 태

종의 권 확충｣, �奎章閣� 45, 奎章閣韓國學硏究院; 2015 ｢조선 태종의 왕권 확립｣, �역

사문화연구� 53, 韓國外國語大學校 歷史文化硏究所.

3) 池斗煥, 1994, �朝鮮前期 儀禮硏究�, 서울大學校出版部

4) 석창진, 2015 ｢조선 기 유교 국상의례의 거행양상과 그 특징｣, �한국사학보� 58, 고려

사학회, 158-164면. 국상의례로서 태조 삼년상은 이 논문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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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 이후 국상에 易月制와 心喪 삼년을 함께 시행하 음을 밝혔다.5)5)

태조의 상은 당연히 조선왕조 들어 국왕으로서 첫 상례이다. 1408년(태종 8) 5

월 태조가 졸하 을 때 (1398년 왕자의 난에) 嫡長으로서 세자가 되어 즉 한 정

종이 상왕으로 생존하고 있었다. 왕통으로 보면, 정종의 세자가 되어 즉 한 태종

은 태조의 孫王이 된다.6)6)고려의 통은 역월제와 심상 삼년이어서, 왕이 굳이 삼

년을 服喪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런데 태조의 죽음에 태종은 스스로 상주가 되어

서 父王으로서의 태조 삼년상을 치 다. 태종은 왜 굳이 삼년상을 치 을까? 실록

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는 자료를 찾기가 어려우며, 태종이 삼년상을 두고 신료

들과 드러나게 갈등하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에서는 태종의 태조 삼년상을 그 왕통을 완성하는 의례의 맥락에 을

두고 검토하려 한다. 유교사회에서 상례와 그 거행은 아들로서 효를 드러낼 수 있

는 장치이자 기회라 할 수도 있다. 아들은 삼년상을 마침으로써 아버지를 잇는 가

통과 아버지의 권 를 물려받아 릴 수 있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해 삼년

상을 치른다는 것은 의무이자 도리여서 따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나, 굳이 따진다

면 태조 상에 상주는 장으로 왕 를 물려받았던 정종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종

의 세자로 그 선 를 받아 즉 했으나, 태조의 왕통을 바로 잇고 싶어 하는 아들

태종에게 그것[태조의 상주는 구인가?]을 따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형 정종의

세자가 되어 왕 에 올라 왕통으로는 孫王인 태종은, 아들로서 부왕 태조의 삼년

상을 통하여 자신을 태조를 바로 이은 왕으로 ‘왕통을 바루고’ 싶었을 것이다. 태

종이 태조 왕통을 바로 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려 하 다는 맥락에서, 1408년 5월

태조의 죽음에서부터 삼년상을 지내고 1410년 7월 종묘에 부묘하기까지를 정리하

며 아울러 태종은 태조 삼년상으로 무엇을 얻었을까 등을 살펴보려 한다.

상 의 왕은 아들로서 애모의 효성을 다할 뿐 다른 일은 최소한으로만 해도 되

는 것이었다. 이를 뒤집으면 상 에 한 어떤 일은 그 왕이 해야 하는 최소한의 불

5) 이승민, 2016 ｢고려시 國喪 차와 삼년상｣, �사학연구� 122, 한국사학회.

6) 비록 세종에게 선 한 뒤이지만, 1419년(세종 원) 9월에 定宗이 졸하자 상왕이던 태종은

아들로서 상제를 주 하여 삼년상을 易月制로 치 다(池斗煥, 앞의 책, 200-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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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한 일이 될 수가 있다. 컨 , 상 의 태종이 권신이나 외척을 없앴다면 그것

은 孝王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최소한의 해야 될 일이라 할 수가 있다는 것

이다. 상 의 태종이 세자에게 어떤 일을 맡겼다면, 왕으로 해야 할 일 가운데

신료가 할 수 없는 일을 세자로 하여 신하게 함으로써 왕통을 이어갈 그 상

과 역할을 부분 으로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내용은 먼 태조의 죽음과 태종이 삼년상으로 굳 가는 과정, 다음 삼년상의

과정을 둘로 나 어 卒哭에서 小祥까지와 이후 祔廟까지로 각각 정리하려 한다.

2. 태조의 죽음과 장례

1) 장례의 비와 삼년상

태조는 1408년(태종 8) 정월 갑자기 풍을 맞았다.7)7)2월에 태종은 3자를 忠寧君

으로 하여 혼례를 치 다.8)8)4월 말에 태조의 병이 다시 독해졌고, 5월 19일

태종은 權近에게 기에 실려 있는 喪制를 록해 올리도록 명하 다.9)9)태조는 5

월 24일 큰비 오던 날 별 에서 죽었다.10)10)1월 순부터 5월 하순까지의 �태종실

록�기사는 태조의 병환 보다 태종의 효성에 을 맞춘 것 같다. 태종의 효는 성

품이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아들로서 부왕 태조의 권 를 체득하는 방편이기도 하

을 것이다.

태조가 죽은 날 �태종실록�에는 “治喪은 한결같이 주자가례에 따랐다”11)11)하

다. 고려와 달리 유교 왕정을 표방한 조선왕조에서 태조의 죽음에 삼년상을 치루

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하겠다. 그 지만 실록에서 태조의 삼년상이 미리 결정된

7)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정월 19일 무진 “上詣德壽宮. 太上王暴得風疾.”

8)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2월 11일 庚寅 “封第三子[今上諱]爲忠寧君”, 16일 을미 “忠寧

君娶右副代言沈溫之女”. 이는 태종이 삼년상에 미리 비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9)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19일 정묘 “命吉昌君權近 抄寫禮記所載喪制以進.”

10)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24일 임신 “大雨. 太上王薨于別殿.”

11) 상동. “治喪一依朱子家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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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奠은 태조의 장남 鎭安君 李芳雨의 장남 奉寧君 福根에게 맡겼다.12)12)이는 왕통

이 아닌 통으로 정당한 것이겠다. 태조의 아들 가운데 맡을 사람이 없었고, 정종

은 자가 없었고, 태종의 아들도 아직 나이가 어려서(세자 15세)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하 다.

다음날 25일 조에서 喪制를 정하 다.13)13)모두 주자가례에 따르고, 궁은 본

국의 女服을 참작하고, 백 의 복은 송의 乾興故事를 참작한다고 하 다. 26일 大

斂을 하여 殯所를 정하여, 奠을 베풀어 태종이 成服하고 哭臨하 으며, 의정부에서

箋을 올려 奉慰하 다.14)14)이날 태종은 미음 한 종지기를 들었고,15)15)비로소 居廬하

는데 창덕궁 동남 모퉁이의 작은 집에서 날마다 주자가례를 보았다.16)16)27일 4도

감 인사를 하 고, 조에서 역월하여 除服하는 것 등 신료의 복상 내용을 정하

다.17)17)29일 명에 告訃, 請諡하 다.18)18)

6월 1일 태종이 상왕[정종]과 더불어 殯殿에 朔祭를 거행하 다.19)19)이날 의정

부사 河崙에게 명하여 날마다 의정부에서 공사를 상의하도록 하 다.20)20)당시에는

좌우정승이 의정부 공사를 주도하고 의정부사는 간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

치는 삼년상을 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6월 7일에 13일 小祥이어서 백 이 殯殿에 나아가 울며 하 다.21)21)12일

12) 의 주 10)에 이어 “以奉寧君福根主奠.”

13)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25일 계유 “禮曹詳定喪制 ( 략) 制度竝依文公家禮. 中宮

參用本國女服, 百官服 參用宋朝乾興故事.”

14)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26일 甲戌 “大斂, 殯于後別室廳南首, 仍設奠. 上與上王及

百官成服哭臨如儀, 議政府進箋奉慰.”

15) 상동. “上嗌不容漿, 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等請啜粥 令安城君李叔蕃奉獻 上始啜一鍾.”

16) 상동. “始居廬. 昌德宮東南隅有小室 王子讀書處也. 上始居 日覽朱子家禮”

17)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27일 을해

18)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5월 29일 丁丑

19)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6월 1일 戊寅朔 “上與上王行朔祭于殯殿”

20) 상동. “命領議政府事河崙 日坐本府 商議公事.”

21)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6월 7일 甲申 “百官詣殯殿哭臨奉慰. 以十三日小祥也. 始着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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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사 하윤 등을 보내서 山陵 자리를 보게 하 다.22)22)14일 매를 풀어 놓아주었

다.23)23)역월의 大祥을 앞두고 매를 풀어놓아 것을 (매사냥을 즐겼던) 태종이 삼

년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6월 19일, 25일 大祥이 되어

백 이 빈 에 나아가 울며 태종의 슬픔을 받들어 로하고 복을 벗었다.24)24)21일,

27일 禫除여서 비로소 허리띠[腰絰]를 풀었다.25)25)

6월 21일 (담제한 뒤) 의정부사 하윤 등이 백 을 거느리고 聽政하기를 청하

으나 태종은 윤허하지 않았다. 태종은 1398년 왕자의 난을 언 하며 히 정사

를 들을 수 없다고 하 다. 신료들은 체와 사직을 해 청정하기를 거듭 청하

다. 태종은 이에, 삼년상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49齋薦이 끝나지 않고 葬期가 이르

지 않았음을 들고, 노성한 정승을 믿으니 반드시 衰絰을 벗고 정사를 들을 것이

없다고 하 다.26)26)이때 태종은 청정하지 않고, 한편으로 삼년상을 한 요한

비를 하 다. 태종이 신들에게 세자가 복을 벗고 사신을 하게 하는 것을 물

었는데 하윤 등이 찬성하 다.27)27)그리하여 이튿날 세자가 소복으로 태평 에 가서

사신을 문안하 던 것이다.28)28)이후 세자는 사신 와 49재와 종묘에서 을 칠

때에 태종을 신하 다.29)29)24일 명 사신 內史 黃儼 등이 창덕궁에 가서 문 하니,

角白帽.”

22) �태종실록�권 15, 태종 8년 6월 12일 己丑 “遣領議政府事河崙等 相視山陵.”

23) �태종실록�권 15, 태종 8년 6월 14일 신묘 “解縱鷹子.”

24) �태종실록�권 15, 태종 8년 6월 19일 丙申 “百官詣殯殿, 哭臨奉慰 乃釋服. 以二十五日大祥也.”

25) �태종실록�권 15, 태종 8년 6월 21일 戊戌 “百官詣殯殿 哭臨奉慰. 以二十七日禫除也. 始

去腰絰.”

26) �태종실록�권 15, 태종 8년 6월 21일 무술 “領議政府事河崙等率百官詣闕 請聽政, 不允.

啓曰 百官已行禫禮, 乞依宋制 去孝服聽政. 上曰 大故如此 攀呼莫及. 予於戊寅之秋 以社稷

大計 不獲已而擧事, 其後父王常懷不平. 我於生前 不克承順 以傷厥心. 顧今上昇 何忍忘之,

急於聽政乎? 崙曰 ( 략) 上曰 當今齋薦未訖 葬期未至, 不可冒凶而當吉也. 至於國事 專恃

政丞 不必去衰絰而聽政也. 儻國有大事 則雖在衰絰之中, 安敢默然坐視乎?”

27) 상동. (이어서) “上又曰 欲使世子釋服 接待使臣 如何? 崙等對曰 臣等欲殿下聽政 而況世

子乎? 且世子 豈可以親子論也? 上曰我意正如此.”

28) �태종실록�권 15, 태종 8년 6월 22일 己亥 “世子始以素服 如太平館 見使臣問安.”

29) �태종실록�권 16, 태종 8년 7월 5일 辛亥 “黃儼等再擇處女.( 략) 世子褆與議政府先往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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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이 廣延樓 아래에 나와 서서 송하 다.30)30)명 사신을 이 게 송한 것은 태

종이 삼년상 의지를 사신에게 드러내어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후 태종의

사신에 한 는 비슷하 다.31)31)

태종의 삼년상 의지는 청정을 청하는 신료의 압박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드러

난다. 6월 25일 의정부와 백 이 상소하여 청정하기를 청하 으나 따르지 않았

다.32)32) 의정부사 하윤 등이 상소하여 군주의 효는 보통 사람과 다르니 체를 생

각하여 ( 국의 례를 따라) 葬事 에 정사를 들어 大孝를 이루라고 하 다. 육

조 서 趙璞 등이 백 을 거느리고 상소한 내용도 비슷하 다. 7월 1일 의정부

사 하윤 등이 백 을 거느리고 궐에 나아와 다시 정사 듣기를 청하 는데 청정하

지 않으면 사직하겠다고 하여, 장례 에는 內殿에서 代言이 啓事하도록 충되었

다.33)33)이때 태종이 “100일 뒤에 청정하겠다.”고 하자, 하윤이 반 하고 우정승 李

茂가 지 은 모두가 삼년상을 행하는데 조 고려의 풍속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아

니 된다고 반박하 다. 이에 태종은 장례 에 신을 견할 수는 없으니 내 에

서 언으로 하여 계사하도록 하려 한다고 하 다. 이무의 반박에서, 삼년상이

조선은 고려와 다르다는 하나의 징표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년상에 한

이와같은 신료의 인식은 태종이 삼년상을 굳힐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

江亭 欲設餞.” 8월 4일 己卯 “遣世子褆如太平館 宴黃儼等.” 10일 乙酉 “陳敬李賓還 遣世

子褆 餞于慕華樓.” ○13일 기미, 26일 임신

30)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6월 24일 신축 “內史黃儼等問慰于昌德宮, 上出廣延樓下 立 辭

而送之.”

3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4일 庚戌. 5일 辛亥. 12일 무오. 17일 癸亥.

32)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6월 25일 壬寅 “議政府及百官上疏 請聽政, 不允. 領議政府事

河崙等上疏 / 六曹判書趙璞等 率百官上疏 ( 략) 疏上, 又留中不下”

33)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1일 정미삭 “領議政府事河崙等 率百官詣闕 復請聽政. 啓

曰 前日臣等再請聽政 迨今未蒙允許. 若殿下不肯聽政 則臣等亦欲辭職. ( 략) 上曰 百日之

制 雖曰鄕風 然稽諸古書, 宋丞相王淮言於孝宗 有百日後聽政之言. 予欲法此. 崙等對曰(

략) 李茂啓曰 百日行喪 前朝之風 今則人行三年之喪. 殿下苟曰百日後聽政 則是復前朝百日

之風 誠爲不可. 上乃曰( 략) 然未葬之前 不可接見大臣. 予欲於內殿 使代言啓事, 聽斷之

時 冠服制度 詳定以聞. ( 략) 上命政府曰 群臣旣禫而猶素饌 非古也. 卿等宜先開素 以示

衆僚. 待卿等開素 然後予亦嘗藥酒. 議政府退 始食乾脯, 仍詣闕獻藥酒, 上始進一鍾.”



428 奎 章 閣 49 ․

을 것으로 짐작된다. , 태종은 의정부에 禫祭를 지내어 除服하 으니 소찬을

그만두라 명하고, 의정부에서 약주를 올리니 술 한 종지를 들었다. 그리하여 7월 3

일 비로소 내 에서 정사를 들었는데, 큰일은 언이 들어와 아뢰고 작은 일은 정

부에서 문서로 처리하도록 하 다.34)34)이 게 청정은 하면서도 삼년상의 복상을 이

어가는 충이 이루어진 셈이다.

2) 장례와 卒哭祭

7월 5일 군정을 징발하여 산릉역을 시작하 다.35)35)8월 7일 태조의 시호를 ‘至仁

啓運聖文神武大王’으로, 묘호를 ‘太祖’라 정하 고,36)36)26일 仁昭殿을 文昭殿이라 고

쳤다.37)37)9월 1일 태종이 백 을 거느리고 殯殿에 나아가 奠을 행하 고,38)38)이날

조에서 태조의 諡冊寶를 내 으로 들여왔다.39)39)9월 4일 신을 보내어 산릉의 발

인을 종묘․사직에 고하고,40)40)시책 시보를 빈 에 올리게 하 다.41)41)5일 태조의 百

日齋를 興德寺에 베풀었고,42)42)6일 신의왕후의 시호를 더 올려 ‘承仁順聖神懿王太

后’라 하 다.43)43)

9월 6일 태종이 빈 에 나아가 군신을 거느리고 啓殯祭를 행하고, 祖奠을 베

풀었다.44)44)7일 태종이 백 을 거느리고 빈 에 나아가 를 행하고 구를 받들어

발인하 다.45)45)9월 9일 태종이 구를 받들어 健元陵에 장사하 다.46)46)玄宮을 안

34)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3일 己酉 “始以素衣白帽 聽政于內殿. 大事 令代言司入啓,

小事 令政府行移.”

3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5일 신해 “徵諸道軍丁 赴山陵役.”

36)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8월 7일 임오 “上上昇太上王尊諡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廟號太祖”

3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8월 26일 辛丑 “改仁昭殿爲文昭殿”

38)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丙午朔 “上率百官詣殯殿行奠”

39) 상동. “禮曹奉大行太上王諡冊寶 入于內.”

4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4일 己酉 “遣大臣 告山陵發引于宗廟 社稷.”

41) 상동. “遣攝太傅禮曹判書李至,攝中書令漢城尹孟思誠 率衆官獻諡冊諡寶于殯殿.”

42)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5일 庚戌 “設大行太上王百日齋于興德寺”

43) 상동. “加上神懿王后尊諡 承仁順聖神懿王太后”

44)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6일 辛亥 上詣殯殿 “率群臣行啓殯祭 又設祖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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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서 곧 하직하고 神主를 썼는데, 이때의 신주는 ‘皇 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

大王’, ‘皇妣承仁順聖神懿王太后’로 추정된다. 그 다음 返魂動駕祭를 지내고, 虞主를

받들어 돌아와 낮 열두시에 문소 에 안하고, 태종이 백 을 거느리고 初虞祭를

행한 뒤 환궁하 다. 의정부에서 權道로 衰絰을 벗고 소복을 입을 것을 청하니, 태

종이 그 로 따랐다.

9월 10일 태종이 태평 에 가서 사신을 뵈었다.47)47)13일 태종이 태평 에 가서

황엄 등에게 잔치를 베풀었다.48)48)이때 황엄이 肉饍을 권했으나 태종은 삼년상을

내세워 굳이 사양하 다. 태종이 육선을 사양한 것은 장례 후 명 사신을 활용하여

삼년상을 확고하게 굳힌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언이 편 에 들어와 일을 아뢰

게 하 다.49)49)

9월 15일 조에서 祔廟의 를 상정함으로써 삼년상을 확정하 다.50)50) 조에서

“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吉祭를 행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태조의 신주를 부묘하는 제사는 고 을 참작하여 告祔하지 말고, 鄭康成의 ‘3년상

을 필한 뒤에 행한다.’는 설에 의거하여 大祥을 기다린 뒤에 永祔의 를 행하는

것이 거의 옳을까 합니다.”하니 태종이 따랐다. 이 게 삼년상을 마친 뒤에 부묘하

도록 정함으로써, 심상이 아닌 태조의 삼년상은 공식 확정되었던 것이다.

9월 19일 태종이 문소 에서 七虞祭를 행하 다.51)51)이날 소복으로 정 에서 일

4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7일 壬子 “上率百官詣殯殿 行遣奠禮, 奉靈柩發引.”

46)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9일 甲寅 “上奉靈柩葬于健元陵.”

4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10일 乙卯 “上如太平館見使臣.( 략) 上不得已以素服烏紗

帽黑角帶 乘素輦 率百官 旣見儼等, 歷至閔霽第問疾.”

48)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13일 무오 “上如太平館宴黃儼等. 儼甚喜 欲以肉膳勸上,

上辭曰 三年之喪 自天子達于庶人. 今我淡服 只爲使臣耳, 在宮中服衰絰 不可食肉. 儼再請

上固辭.”

49)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14일 己未 “始令代言入便殿啓事.”

5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15일 경신 “禮曹詳定祔廟禮 ( 략) 然喪未畢 而遽行吉祭

似未合義. 今我太祖神主祔廟之祭 參酌古今 停行告祔, 宜據康成三年喪畢之說 以待大祥之後

而行永祔之禮 庶合於義. 從之.”

5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19일 甲子 “上行七虞祭于文昭殿. 自初虞至七虞 上皆親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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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왕의 사자를 인견하 다.52)52)21일 태종이 卒哭祭를 문소 에 행하 다.53)53)22일

태종이 친히 (9월 보름에 卒한) 國舅 閔霽의 빈소에 을 올리고 家人禮를 행하여

再拜하 다.54)54)

3) 정사의 처리

장례까지는 상례를 제외하고 특별한 정사는 거의 없다. 진헌을 한 처녀 간택

등 몇 가지를 실록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명 사신 황엄의 처녀 간택 : 태조가 죽기 에 명에서 처녀를 구하는 사신 황

엄이 나와, 혼령을 내렸고 태조가 죽은 뒤에도 처녀를 경복궁에서 간택하고 있

었다. 6월 3일 의정부에서 처녀를 간택하 다.55)55)7월 2일 황엄 등이 의정부와 더불

어 경복궁에서 경외의 처녀를 선발하 다.56)56)3일에 순찰사를 각 도에 보내어 다시

처녀를 선발하 다.57)57)5일 황엄 등이 거듭 처녀를 선택하 다.58)58)경복궁에서 황엄

등이 처녀를 본 것은 7월 9일, 15일, 20일, 26일, 8월 6일, 19일에 계속되었다.59)59)9월

2일에 다시 처녀를 선발해 내도록 경기 좌우도에 순찰사를 보냈고,60)60)5일 황엄 등

이 경복궁에 가서 처녀를 보았다.61)61)이 게 진헌할 처녀 간택은 태종의 삼년상과

거의 아무런 계없이 진행되었다. 오히려 태종이 삼년상을 내세워 처녀 간택에

참여하지 않은 셈이다.

사 의 행례 : 7월 23일 백 이 궐에 나아가 千秋節을 遙賀하 는데, (국상

52) 상동. “以素服御正殿, 引見日本國王使 , 命升殿語之曰 ( 략) 予因國喪 未獲如心.”

53)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21일 丙寅 “上行卒哭祭 于文昭殿, 議政府率百官奉慰.”

54)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22일 丁卯 “親奠于閔霽之殯, 行家人禮 再拜.”

55) �태종실록� 권15, 태종 8년 6월 3일 庚辰 “議政府揀擇處女.”

56)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2일 戊申 “內史黃儼等 與議政府同選京外處女 于景福宮”

5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3일 기유 “分遣各道巡察司 更選處女, 又使內官一人從之”

58)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5일 辛亥 “黃儼等再擇處女.”

59) �태종실록� 권16, 7월 9일 乙卯. 15일 辛酉. 20일 병인. 26일 임신. 8월 6일 辛巳. 19일 갑오.

6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2일 丁未 “命更選處女.”

6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5일 경술 “黃儼等如景福宮視處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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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시복 차림으로 를 거행하 다.62)62)

인사 : 7월 8일에 외 인사를 의정부에서 뽑아 들인데 낙 하 다.63)63)

3. 졸곡 후 소상까지

1) 상례

태종은 졸곡 후에는 친히 문소 에 삭망으로 奠을 올렸고 세자가 아헌을 하

으며,64)64)병이 들었을 때는 세자가 섭행하 다.65)65)

1408년 9월 하순에 明帝가 사신을 보내어 賜祭 賜賻 賜諡하 다. 사신이 도착한

날 물어서 그 儀註를 받았다.66)66)태종은 사신을 맞으면서 상 이므로 를 물어서,

잠시 吉服을 입고 (천자의 명령을) 맞이하는 를 거행하 다.67)67)이것은 태종이

삼년상을 행하고 있음을 天使를 빌어서 내외에 다시 천명하고, 명 사신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었다. 태종은 이 게 태조 삼년상을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로 만

들었다. 그래서 이날 조에서 삼년상 에 종묘에 제사하기를 청하 던 것이다.68)68)

명 사신은 9월 27일 太牢로 문소 에 賜祭를,69)69)28일에 賜賻를,70)70)29일에는 태조에

62)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23일 기사 “百官詣闕 遙賀千秋節, 以時服行禮.”

63)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7월 8일 갑인 “以金宇爲江界等處都兵馬使 判江界府事,( 략)

皆以議政府入抄 落點差遣, 許令挈家赴任.” 7월 13일 기미의 외 인사도 같은 방식으로

짐작된다.

64)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15일 己未 “上親奠于文昭殿, 世子褆當爲亞獻 不及至, 乃

命河崙亞獻. 上以詰世子 對有疾.”

6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15일 己丑 “世子褆攝行望祭于文昭殿.”

66)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24일 己巳 “朝廷使臣都知監左少監祁保禮部郞中林觀至,

( 략) 賜祭儀注,( 략) 賜賻儀注,( 략) 賜諡儀注 (후략).”

67) 상동. “問禮於使臣, 使臣曰 迎天子之命 不可如是. 斯須卽吉 乃敬上之義也. 迎以禮服 祭以

孝服可矣. 上乃以素服 如慕華樓, 服冕服 群臣服朝服 至太平館. 禮畢 上釋冕服 以素服見使

臣行禮, 群臣亦以素服行私禮.”

68)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24일 기사 “禮曹請行宗廟之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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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康獻’이라 賜諡하 다.71)71)29일 태종은 소복으로 태평 에 가서 명 사신에게 잔

치를 베풀었다.72)72)10월 하루에 태종은 문소 에 나아가 태조와 신의왕후의 신주

를 고쳐 쓰게 하 다.73)73)태조의 신주는 ‘有明賜諡康獻皇 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

王’라 썼고, 신의왕후 신주는 ‘皇妣承仁順聖神懿王太后’라 썼다. 이때 고쳐 쓴 것은

앞에서 추정한 바와 같이 ‘皇 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라 쓴 태조의 신주에 ‘有

明賜諡康獻’을 얹은 것으로 보인다. 이 게 喪主 태종은 자신이 쓴 ‘皇 ’ 태조의

신주에 명제로부터 받은 시호를 얹음으로써 태조를 바로 이은 자신의 왕통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천명하 던 것이다. 그런데 태종은 바로 그날 민무구 형제의 죄를

열거한 교서를 내렸다. 이것은 태종이 민씨 형제의 죄가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굳이 밝힌 것으로 읽힌다. 그날(10.1.) (국상을 당하여 정지하 던) 종묘와

여러 산릉의 제사를 비로소 행하 다.74)74)이후 삼년상으로 굳어진 데 따른 조처가

있었다. 11월 2일 태종이 도화원에 명하여 국상 3년 동안에는 歲畫를 바치지 말도

록 하 고,75)75)4일 국상 삼년 동안에도 연말에 악 아악 공인의 취재를 과 같이

음악을 사열하여 시행하도록 하 다.76)76)12월 20일 국상으로 正朝에 한 외의

賀箋과 延祥詩를 정지하 다.77)77)

11월 11일 태종은 좌 언 李慥를 보내 健元陵에 誌石을 묻었고,78)78)26일 태종이

69)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27일 壬申 “祁保林觀 以太牢 行賜祭 于文昭殿.”

7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28일 癸酉 “祁保,林觀 奉勑書及賜賻 至王宮”

7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9월 29일 甲戌 “祁保,林觀 奉賜諡誥 至王宮 ( 략) 諡法, 撫

民安樂曰康, 行善可記曰獻, 今特賜爾諡曰康獻. ( 략) 議政府率百官陳賀.”

72) 상동. “上如太平館宴祁保,林觀. 上以素服,烏帽,白扇至館,(후략)”

73)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1일 乙亥朔 “上以衰服詣文昭殿, 命有司改題太祖神主曰有

明賜諡康獻皇 太祖至仁啓運聖文神武大王, 神懿王后神主曰皇妣承仁順聖神懿王太后. 〇6일

경진 上親享于文昭殿, 以衰絰行禮. 〇祁保等自檜巖寺 歷觀健元陵而還 (후략) 〇上如太平

館, 宴祁保,林觀等.”

74)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1일 을해 삭 “始行宗廟及諸山陵祭.”

7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2일 丙午 “命圖畫院 國喪三年內 毋得進歲畫.”

76)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4일 戊申 “禮曹請閱樂取才”

7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2월 20일 癸巳 “命停正朝 中外賀箋延祥詩. 以國喪也. 唯除夜

驅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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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과 더불어 건원릉에 나아가 동지 제사를 지냈다.79)79)12월 26일 의정부사 하

윤, 정승 성석린 이무, 조 무가 종사와 생민이 의탁해 있는 몸이니 육즙으로 허약

함을 보하라고 肉膳들기를 청하 으나 허락하지 않았다.80)80)

1409년(태종 9) 정월 하루, 태종이 백 을 거느리고 문소 에 친히 奠을 올리

고, 환궁하여 하정례를 행하 다.81)81)4일 하윤 성석린 이무가 다시 육선 들기를 청

하여, (태종이 상왕을 말하자, 상왕에게 육선 들기를 청하니 불허하 고, 이튿날

하윤 등이 상왕 에 나아가 청하니, 상왕이 을 보내어 살펴보았음.) 태종이 상

왕에게 권하기 해 가져다 맛보았는데, 실록에는 “목으로 넘기지는 않았다.”고 하

다.82)82)이것은 태종이 삼년상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거듭 밝힌 것으로 보인다.

肉膳 없음이 삼년상의 한 징표이기 때문이다. 8일에 태종이 편찮아, 문소 春享을

세자에게 섭행하도록 하 다.83)83)이에 하윤 등이 다시 육선 들기를 권하여 태종이

말린 고기를 조 맛보았는데, 이때 태종은 각 도에서 고기를 올리지 말도록 명하

다.84)84)이것도 삼년상을 다시 확인하는 조처로 보인다. 2월 15일 문묘 망제를 비

로소 회복하 다.85)85)

78)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11일 乙卯 “上遣左代言李慥于健元陵 下誌石.” 지석에서

태종 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哀慕하심이 망극하여 諒闇으로 禮를 다하시고,”

“상왕이 한 병환이 있어 우리 하에게 禪位하자, 우리 태조께 尊號를 올려 啓運神

武太上王이라 하 다.”

79)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26일 庚午 “上與上王詣健元陵 行冬至祭.”

8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2월 26일 己亥 “領議政府事河崙,政丞成石璘李茂,漢山府院君

趙英茂詣闕請進肉膳, 不允.”

81)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1월 1일 甲辰朔 “上率百官 親奠于文昭殿, 還宮行賀正禮.”

82)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1월 4일 丁未 “領議政府事河崙,政丞成石璘李茂詣闕 請進肉膳.

( 략) 上曰 上王之疾 深於寡人. 予雖有疾 進食旣多, 豈可先嘗! 崙等使知議政府事偰眉壽

詣仁德宮 請于上王, 上王亦不許. 翼日 ( 략) 上曰 上王長我十歲 且有宿疾. 我若不先 亦

不嘗之矣. 遂取嘗之 不下咽.”

8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1월 8일 辛亥 “命世子褆 攝行春享于文昭殿. 以未寧也.”

8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1월 8일 신해 “河崙等復勸進肉膳, 上始嘗乾肉, 謂左代言李灌

曰 勿令各道進肉.”

85)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2월 15일 무자 “上親祭于文昭殿. ○始復文廟望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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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년 2월 23일 神德王后 姜氏의 貞陵을 도성 밖으로 옮기고, 제사는 가을과

명일에 2품 을 보내어 지내도록 격을 낮추었다.86)86)태조 소상 에 신덕왕후의 정

릉을 도성 밖으로 옮긴 것은 태종의 서 구별에 근거하는 왕통 의식을 반 한다

고 하겠다. 생모 신의왕후가 비록 조선을 개창하기 1391년 9월에 죽었으나 태

종에게는 태조의 正妃로서 嫡統의 근거 고, 그리하여 장임을 내세운 정종의 즉

교서에서 신덕왕후의 둘째 아들로 세자가 된 방석이 庶子나 孽子가 아님에도 굳

이 ‘幼孼’이라 칭하 던 것이다.87)87)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신덕왕후의 정릉의 격을

낮추고 신의왕후 제릉을 높이는 것은 嫡을 높이고 庶를 낮추는 것이면서 한 태

종 자신의 왕통의 뿌리를 바루는 것이기도 하 다. 그래서 이 일[정릉을 도성 밖

으로 옮기고 제사의 격을 낮추는 일]은 태조의 부묘 이 에 되도록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었다. 그 뒤 태종은 3월 순 개성에 가서 신의왕후의 齊陵에 한식제를 지

내고 돌아왔다.88)88)

4월 17일 태종이 상 [在衰絰]이라, 백 들이 시복 차림으로 성 하례를 행하

다.89)89)윤4월 하루 태종이 편찮아서, 의정부가 궐에 나아가 육선 들기를 청

하 다.90)90)

1409년 윤4월 13일 건원릉에 비를 세웠다.91)91)健元陵碑에서 태종을 칭송하고 왕

통의 정당화와 연결될 만한 표 을 찾아 조선 개국이후의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94년 明帝의 入朝 요구에, “태조께서 우리 하가 경서에 능통하고 사리에

통달하여 여러 아들 에서 가장 명하다고 하여, 즉시 보내어 명에 응하게 하

86)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2월 23일 丙申 “遷葬神德王后康氏于沙乙閑之麓. ( 략) 上曰

( 략) 宜以春秋二仲及有名日 遣二品官致祭, 以爲恒式.”

87) �태조실록� 권15, 태조 7년 9월 갑신 “( 략) 頒敎旨 王若曰 ( 략) 貪立幼蘖 欲爲後嗣

(후략)” ○�태종실록�권 17, 태종 9년 윤4월 을묘. 건원릉비에서도 ‘幼孼’이라 칭하 다.

88)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12일 乙卯 “車駕至留後司. 13일 丙辰 上詣齊陵, 行寒食祭,

還次留後司. 16일 己未 還宮.”

89)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17일 己丑 “百官以時服, 行聖節賀禮. 以上在衰絰也.”

90)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윤4월 1일 癸卯朔 “議政府詣闕請進肉膳. 上向以疾嘗乾肉, 及

愈乃止, 至是復未寧故也.”

91)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윤4월 13일 을묘 “立健元陵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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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나라에 이르러 아뢴 것이 황제의 뜻에 맞으니, 우 하여 돌려보냈다.”고 하

다. 이것은 아마도 정도 의 요동 정벌 때문에 일어난 표 문제를 해결한 것을

자랑한 것 같다. 1398년 8월 왕자의 난은 “우리 하가 기미를 밝게 살펴 이들을

섬멸하여 없애고, 장인 상왕을 세자로 세우도록 청하 다.”하 는데, 왕이 되어

야 할 태종이 굳이 양보한 것을 자랑한 것 같다. 정종의 선 에 해서는 “상왕은

뒤이을 후사가 없고, 나라를 세우고 사직을 안정시킨 것이 모두 우리 하의

공 이라고 하여 세자로 책립하 다.” “11월에 상왕도 한 병 때문에 우리 하

에게 선 하 다.”고 하 다. 정종이 왕 를 물려 것을 정당화한 것이겠다. 태종

의 誥命은 “황제가 都指揮使 高得 등을 보내어, 詔와 印을 받들고 와서 우리 하

를 국왕으로 하고, 이어서 翰林待詔 王延齡 등을 보내어 와서 하에게 袞冕 九

章을 하사하 으니 품계가 親王과 동일하 다.”고 하 다. 이것은 조선의 왕이 고

려 때 원의 친왕이 되었던 것 같이 높은 우를 받았음을 자랑한 것 같다. 태종이

“兩宮을 양하는데 정성과 공경을 극진히 하 다.”하 는데, 이는 태조에 한 효

성과 정종에 한 공경을 아울러 일컬은 것이겠다. 태조의 상에 한 명제의 賜祭

賜諡 賜賻는 “태조의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성과 하의 그 뜻을 이어 받드는 효성

이 후에 서로 이어서, 천심을 잘 렸기 때문이다.”고 하 는데, 끝에서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성’과 ‘그 뜻을 이어 받드는 효’를 묶어 태조와 태종을 하나로 합친

것이겠다. 이상의 내용은 그 碑銘에서는 다시 강조되었다.

건원릉의 비에 정종이 장으로서 세자가 되어 태조의 왕 를 잇고, 다시 정종

이 공 으로서 태종을 세자로 삼아 선 한 것을 새겨서 태조-정종-태종의 왕통을

그 로 밝혔다. 그런데 그 끝에서 명제의 사제 사시 사부를 매개로 태조의 하늘을

두려워하는 정성과 태종의 (태조의) 뜻을 이어 받드는 효를 하나로 묶음으로써,

태종이 부왕 태조를 이었음을 은근하게 드러내어 마무리 지었다. 이 게 1409년

(태종 9) 윤4월 건원릉에 비를 세움으로써 태종의 왕통은 부왕 태조를 바로 이은

것으로 완성되었던 것이다.92)92)

92) 태조의 장으로서 선 를 받은 정종이 상왕으로 생존해 있었고, 건원릉의 비에도 태조-

정종-태종의 왕통을 그 로 밝 새겼음에도, 필자는 건원릉의 비를 통해서 태종이 자신



436 奎 章 閣 49 ․

윤4월 21일 사간원에서 청정하기를 청하여, 태종은 다음날부터 듣겠다고 하

다.93)93)22일 비로소 연루에 나아와 정사를 보았다.94)94)5월 3일 명 사신이 이르니

태종이 淡彩服으로 백 을 거느리고 모화루에 나아가 맞이하 다.95)95)5월 5일 단오

에 의정부에서 다시 술 들기를 청하니 허락했다.96)96)

5월 21일 開慶寺에서 법회를 베풀었다.97)97)5월 24일 태종은 斬衰服으로 문소 에

나아가 小祥祭를 지내고, 練服으로 갈아입었다.98)98)韓尙德에게 練主를 쓰게 하여 神

座에 안하고, 桑主는 으늑한 곳에 묻고 환궁하 다. 26일 태종이 건원릉에 나아

가서 별제를 지냈는데, 그때 성석린이 쓴 비문을 보며 “7순이 넘은 이의 필력이

이와 같으니, 후세 사람이 보면 어찌 탄복하지 아니하겠는가!”하 다.99)99)아마도

씨가 아니라 비문에 실려 있는 자신의 자랑할 만한 공에 탄복하라는 것이 아니었

을까?

2) 정사의 처리

졸곡 이후 왕으로서 정사 처리가 평상에 가까워짐을 살피려 한다. 태종이 졸곡

후 상 에 청정을 평시와 비슷하게 회복하는 것은 두 단계로 나타난다. 첫 단계는

의 왕통을 태조를 바로 이은 것으로 정당화하 다고 해석하 다. 태종이 태조 삼년상을

통하여 왕통의 정당화를 마무리 지었지만, 삼년상 가운데 특히 건원릉에 碑를 세운 것을

구체 계기의 하나로 강조하기 해서이다.

9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윤4월 21일 癸亥 “司諫院請聽政. 啓曰 自太祖薨逝 不御殿聽政

久矣. 且近日上體平復 宜日視朝政.( 략) 上曰 明將聽政.”

9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윤4월 22일 갑자 “始御廣延樓視事.”

95)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3일 甲戌 “太監黃儼, 監丞海壽, 奉御尹鳳至, 上以淡彩服率

百官, 出迎于慕華樓. 使臣至昌德宮宣勑.”

96)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5일 丙子 “親奠于文昭殿. 〇議政府再請進酒, 許之.”

97)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21일 壬辰 “雨. 設法會于開慶寺”

98)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24일 乙未 “上以斬衰詣文昭殿 行小祥祭, 易練服. 令司憲

執義韓尙德題練主 奉安神座, 埋桑主於屛處, 還宮.”

99)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5월 26일 丁酉 “上詣健元陵 行別祭.( 략) 上周覽陵室, 見成

石璘所書碑文曰 七旬之餘 筆力如此, 後人視之 豈不歎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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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자리에서 신료를 공개 으로 만나는 것으로, 실록에서 1408년 11월 7일에

“경연청에 납시어 정사를 들었다.”고 하 는데, 이때 비로소 의정부 육조 간이

들어와 일을 아뢰었다는 것이다.100)100)그 이 에도 태종은 국정을 거의 통상 으로

운 하고 있었다. 10월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 10월 1일 좌정승을 임명하는 등

인사를 하 고,101)101)민무구 형제의 죄상을 열거하는 교서를 내려 간의 탄핵을 이

끌어서,102)102)결국은 귀양을 보내었다. 6일 사은사와 하정사를 보냈다.103)103)11일 태종

이 경복궁에 가서 명 사신들과 다시 처녀를 뽑았다.104)104)16일 의정부 간과 고

당기기 끝에 민무구 형제를 외방에 안치하 고,105)105) 각 도에 주령을 내렸다.106)106)

27일 삼군 갑사 1,500명을 더 두어,107)107)갑사가 삼천이 되었다.

이후 11월을 로 살펴보면, 태종의 국정 활동은 상 이라 하여도 실제 제약

은 거의 없어 보인다. 11월 8일 태평 에 가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고,108)108)10일

군제를 고쳐 십사 겸상호군을 없애고 다시 삼군의 掌軍摠制를 두었고,109)109)11일 부

마 제군 삼공신의 반당 수를 (처음으로) 10인으로 정하여 통제를 가하 으며,110)110)

12일 각도 시 군의 도사를 바꾸었다.111)111)19일 궐내의 공억 비용을 고,112)112)

10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7일 辛亥 “御經筵廳 聽政. 議政府六曹臺諫始入啓事.”

10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1일 을해삭 “復以成石璘爲左政丞, 朴訔參知議政府事 兼

司憲府大司憲, 洪恕南城君.”

102) 상동. “下敎書 (후략). 臺諫復請無咎等罪.”

103)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6일 경진 “遣寧安君良祐,驪川君閔汝翼如京師. 謝恩也.

〇遣延城君金輅,瑞寧君柳沂如京師. 賀明年正也.”

104)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11일 을유 “上如景福宮, 與黃儼田嘉禾等 更選處女.”

10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16일 庚寅 “命移置閔無咎于豐海道瓮津鎭, 無疾于江原道

三陟鎭.”

106) 상동. “下禁酒令 於各道.”

107)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27일 신축 “加置三軍甲士一千五百. 甲士元數一千五百

又加一千五百, 使之一年相遞 輪次侍衛.”

108)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8일 壬子 “上如太平館, 宴使臣.”

109)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10일 甲寅 “罷十司兼上護軍, 復置三軍掌軍摠制”

110)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을묘 “初定駙馬諸君三功臣伴黨之數 以十人爲式.”

11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12일 병진 “改命各道侍衛軍節度使. (후략) 又改色掌 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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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동원의 신표로 牙牌의 법을 신들과 의논하여 정하 으며,113)113)27일 사헌부

형조 순 사의 장무를 불러 하교하여 매월 하루마다 경외 죄인을 기록하여 아뢰

게 하 으며,114)114)29일 승정원에 명하여 성균 원의 근만을 상고하게 하 다.115)115)

이러한 태종의 청정은 실록의 기록에 ‘視事便殿’으로 단 한 번 나온다.116)116)

그러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1409년 윤4월 20일 경기와 한성의 기민을 구제하

는 가운데,117)117)다음날 21일 사간원에서 청정하기를 청하며, “태조께서 훙서하신 뒤

부터 殿에 납시어 정사를 듣지 않으신 지 오래입니다. 요즈음 상체가 회복되셨

으니, 날마다 아침 정사를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태종은 “밝을 날부터 정사

를 듣겠다.”하여,118)118)이튿날 廣延樓에 나아가 정사를 보았다.119)119) 연루도 편 이지

만 경연청 보다 더 열려 있는 공간으로 보아서, 통상의 청정에 더욱 가까운 단계

로 해석하 다. 태종의 국정 운 이 평상에 더욱 가까워졌음은, 가물다가 태종이

간언을 들어 살펴서 행실을 닦자 비가 내렸는데, 사람들이 “聖主가 철선하고 자책

하며, 언 이 용안을 범하며 간언을 올려, 임 과 신하가 서로 경계하므로, 하늘이

이에 곧 비를 내린다.”고 칭송하 다는 데에서도 짐작된다.120)120)

이 기간(졸곡~소상)에 세자 련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자는 문소

제사를 섭행하기도 하 고, 태종 친제 때는 아헌하 다.121)121)1409년(태종 9) 반에

鎭撫.”

112)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19일 계해 “減闕內供億之費”

113) 상동. “召領議政府事河崙, 左政丞成石璘, 領三軍府事趙英茂, 吉昌君權近,安城君李叔蕃, 兵

曹判書南在 議牙牌之法.”

114)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27일 辛未 “命攸司 每月朔錄京外罪人以聞”

115)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1월 29일 癸酉 “命承政院 成均館官勤慢”

116)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23일 乙未 “視事便殿”

117)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윤4월 20일 壬戌 “發京倉米豆二萬石, 賑城中及畿內飢民”

118) 주 93)과 같음.

119)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윤4월 22일 갑자 “始御廣延樓視事.” 〇 27일 己巳 “視事於廣

延樓.”

120)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윤4월 25일 丁卯 “雨. 時人相謂曰 聖主輟膳責己, 言官犯顔進

諫, 君臣交警 天乃卽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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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16세)는 활쏘기를 익 서, 그에 한 자료가 많은 편이다. 정월에 세자에게

활을 바친 것이 논란되었고,122)122)3월 순에 태종이 세자에게 활쏘기를 익히게 하

다가 공부를 더해야 한다는 논란 끝에 하순에 그만두게 하 다.123)123)그 뒤에도

세자는 활쏘기를 계속 익혔던 것 같다.124)124)

4. 소상 이후 상, 부묘까지

1) 상례

소상 후에 태종은 삭망에 文昭殿에 제를 지냈다. 상 후에는 삭제만 지낸 것

같다. 필요한 경우에 세자에게 섭행하게 하 다.125)125)1410년 7월 26일 부묘한 뒤에

는 태조와 신의왕후의 眞影을 문소 에 모셨다.126)126)문소 의 삭망제를 제외한, 상

례 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409년(태종 9) 6월 11일, 태종이 祥期라 하여 오래도록 肉膳을 그만두었는데,

하윤 성석린 이무 등이 궐하여 육선을 들도록 세 번이나 청하니 허락하 다.127)127)

121) �태종실록� 권16, 태종 8년 10월 15일 기축과 권 17, 태종 9년 정월 8일 신해의 攝行.

태종 8년 11월 15일 기미의 亞獻.

122)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1월 21일 갑자 〇 2월 1일 갑술삭

123)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3월 16일 기미 “命世子習射于宮中.” 〇 20일 “癸亥 左輔德卞

季良等 復諫令世子習射之早, 不允.” 〇 25일 무진 “上謂世子曰 我當講汝所讀書而後 使之

習射. 仍講大學衍義 世子未能悉對. 又謂右司諫李種善曰 文武不可偏廢 故令世子習射 爾等

皆以爲不可, 予已止之矣.”

124)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21일 癸巳 “( 략) 世子中侯凡八. 〇 4월 25일 정유 (

략) 世子習射 誤傷手指也.”

125)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1일 庚子朔 “命世子褆 攝行朔祭于文昭殿. 是日 命令始出

猶不坐殿聽政. (섭행은 기간에 1회뿐임.)”

126)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7월 29일 갑오 “奉安太祖康獻大王及神懿王后之眞 于文昭殿,

親祭之.”

127)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11일 壬子 河崙 “成石璘 李茂等詣闕請進肉膳 三, 許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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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에 재변으로 태종이 청정하지 않다가[7.27.~8.1.끝],128)128)문소 삭제를 세자

에게 섭행하도록 명함으로써 청정함으로 바 었다.129)129)문소 의 제사를 섭행하라

는 명령이 ‘聽政’의 징표로 활용된 것이다. 8월 9일 의정부에서 술을 올리니, 태종

은 (마시지 않으면) 백료들이 모두 마시지 않는다고 하여 허락하 다.130)130)8월 10

일 태종이 “세자에게 선 하겠다.”고 소동을 벌여 신료의 반 로 13일에 철회한

뒤,131)131)15일 문소 에 나아가 추석제를 지냄으로써 진정되었다.132)132)앞에서 문소

삭제의 섭행 명령이 ‘청정하는 징표’ 던 것과 연결하여 보면, 이때에도 큰 명

추석에 제사[추석제]를 거를 수 없을 것이기에 선 하겠다는 ‘소동의 끝’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신 신 등은 더욱 지성으로 선

철회를 구해야 되었을 것이다. 그 기에 세자에게 선 하겠다는 선언은 그 의도

는 다른 데 있었을 것이다.133)133)

1410년(태종 10) 정월 하루 태종이 친히 문소 에 제사하고, 환궁하여 백 을

거느리고 하정례를 행하 다.134)134)3월 순, 태종이 개성으로 제릉에 참배하러 가서,

그 날(17일) 민무구 민무질에게 自盡하라고 명하 다.135)135)참배 날을 택한 것

上以祥期 久廢肉膳也.”

128)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27일 丁酉 “命議政府裁決庶務”. ○ 28일 戊戌 “河崙成石

璘李舒等 率百官咸進闕庭 請聽政” ○ 29일 己亥 “百官功臣 咸進闕庭”

129) 주 125)와 같음.

130)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9일 무신 “議政府進酒, 上曰 予以天災 食旨不甘, 今聞百

僚亦皆不飮 爲是而許之.”

131)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10일 己酉 “[政目] 以世子賓客( 략) 改爲經筵官, (

략) 蓋欲禪位世子也. 日晩 河崙·李茂詣闕 黃喜迎謂之曰 今日之批 正爲內禪也.(후략)” ○

11일 庚戌 “領議政府事李舒·左政丞成石璘等 領百官上疏. ○ 置三軍鎭撫所” ○ 12일 辛

亥 “李舒·河崙·成石璘等 率百官咸入闕庭 請面陳大計, 上不許” ○“司諫院右司諫大夫權遇,

司憲執義崔蠲等 詣闕上疏.” ○ 13일 壬子 “李舒·成石璘·河崙·李茂·趙英茂·李叔蕃·柳亮等

詣闕. ○李叔蕃面陳禪位之非 且請日視朝政, 上曰予豈厭萬機哉?”

132)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15일 甲寅 “上詣文昭殿 行秋夕祭.”

133) 그것은 당시 우의정으로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李茂를 제거하기 한 것으로 단되는

데, 별고로 다루려고 한다.

134)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1월 1일 戊辰朔 “上親祭于文昭殿. 還宮, 率百官行賀正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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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히 의도 으로 보인다. (왕 를 둘러싼 다툼을 미연에 막기 해서) 세자

이외의 나머지 왕자는 죽여야 한다고 했다는 민무구 형제를, 태종이 모후의 제릉

에 제사하기 날 죽 기 때문이다.

4월 하루 태종이 문소 에 제사한 뒤에, 종묘 축문·제문의 마땅찮음을 지 하

고 조에 조사를 지시하 다.136)136)4월 6일 신의왕후의 명복을 빌 衍慶寺가 이루어

졌는데, 태종이 私財로 衣鉢을 갖추어 蓮華經 법회를 베풀어 낙성하 다.137)137)4월

17일 태종은 상 이라고 나오지 않고, 세자에게 명하여 백 을 거느리고 時坐宮에

서 성 을 하례하게 하 다.138)138)

5월 3일 태조 부묘도감을 설치, 李稷과 조 서 徐愈로 제조를 삼았다.139)139)14일

(태조가 지은) 興天寺의 탑을 수리하라 하 고,140)140)19일 六百般若經을 興德寺에서

읽었다.141)141)23일 태종이 문소 에 大祥 고제를 행하 다.142)142)이날 건원릉에 상

제 향·축을 보내며, 삼년상 동안 능을 지킨 劉敞 文用富에게 상을 내렸다.143)143)

하윤에게 물어 免喪한 뒤에 苴杖은 으늑한 곳에 두고, 衰絰은 문소 을 리하는

135)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3월 15일 신사 “駕至開城留後司.” ○ 16일 壬午 “議政府使

知府事偰眉壽詣行在. 議政府會留都宗親功臣百官僉名上疏 使眉壽齎進行在, 令六曹堂上官

各司二品以上從之. 疏曰 無咎無疾不忠之罪 覆載所不容.” ○ 17일 癸未 “賜閔無咎,無疾自

盡”. ○ 18일 甲申 “上親祭于齊陵, 仍命構碑亭, 遍觀衍慶寺.” (22일 무자 還宮)

136)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1일 丁酉朔 “上親祭于文昭殿. ( 략) 命禮曹更 舊制以聞.”

137)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6일 壬寅 “衍慶寺成. 上以私帑具法衣法鉢, 設蓮華經法會以

落之. 資母后冥福也”. ○ 8일 甲辰 “命移海豐郡興敎寺塔於衍慶寺, 松林縣禪興寺塔於開慶寺.”

138)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17일 癸丑 “命世子率百官賀聖節 于時坐宮. 上以衰絰不

出. ○御解慍亭, 召宗親觀射”

139)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5월 3일 기사 “置太祖祔廟都監, 以星山君李稷禮曹判書徐愈

爲提調.”

140)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5월 14일 경진 “命修興天寺塔.”

141)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5월 19일 을유 “乙酉 轉六百般若經于興德寺. 太祖嘗捨所居

宮爲興德寺, 又命書六百般若經 藏于寺. 至是以太祖忌辰將近 前期設會, 令僧徒轉經, 上王

及上偕上寺.”

142)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5월 23일 己丑 “上親詣文昭殿 行預告祭, 告明日大祥也.”

143) 상동. “賜參贊議政府事劉敞,同判內侍府事文用富衣一襲,帽靴鞍馬. 遣同副代言朴習 奉大祥

祭香祝如健元陵, 仍賜二人, 以守陵經三年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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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내려주도록 하 다.144)144)이것은 모두 삼년 服喪을 하 다는 것을 드러내어

강조하는 조처라 하겠다. 1410년 5월 24일(비) 태종이 縞冠에 玄衣 素裳 布裹帶

素履 차림으로 문소 에서 大祥祭를 지냈다.145)145)비가 내려서 백 의 陪祭는 권도

로 면제하 다.

6월 19일 태종이 하윤 성석린과 태조 부묘의 를 의논하여, 문에 따르도록

되었다.146)146)21일 태종이 백 을 거느리고 문소 에 나아가 禫祀日을 쳐 길일 7

월 15일을 얻었으며, 태종은 조에 “ 상으로부터 終制에 이르기까지 무릇 喪

事에 계된 것은 밝게 문안을 작성하여 후인에게 하라.”고 하 다.147)147)7월 12일

(부묘에 앞서) 태조의 배향공신을 趙浚 趙仁沃 李和 李之蘭으로 정하 다.148)148)7월

15일(우란분 ) 경진(비) 태종이 백 을 거느리고 禫服 차림으로 문소 에 나아가

禫祭를 지냈다. 환궁, 의정부에서 백 을 거느리고 조복을 갖추고서 진하하기를 청

하니, 태종은 餘哀가 다하지 않았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태종이 끝내 허락하지 않

으니, 빈자리를 베풀어 행례하고 물러갔다.149)149)19일 태종은 李佇의 녹권과 교서를

돌려주었다.150)150)비가 계속 와서 7월 20일 부묘를 해 비 개기를 빌었다.151)151)이날

국상으로 거두어들었던 鷹牌에 ‘收還賜’를 새겨 되돌려 주었다.152)152)

1410년 7월 26일 태종이 太祖 康獻大王과 神懿王后를 종묘에 祔祭하고, 경내에

144) 상동. “遣禮曹佐郞鄭藹然 問領議政府事河崙曰 免喪之後 衰絰及苴杖 置之何處? 崙對曰 杖

則可依文公家禮 置之屛處, 衰絰則古無禮文, 然不可燒且埋. 旣免喪 賜文昭殿典守 可也.”

145)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5월 24일 庚寅 “大雨雷震. ○上詣文昭殿 行大祥祭. 上以縞

冠玄衣素裳布裹帶素履行祭, 以雨權免百官陪祭.”

146)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6월 19일 갑인 “上與河崙,成石璘 議太祖祔廟之禮.”

147)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6월 21일 丙辰 “上率百官 詣文昭殿, 擲杯珓卜禫日.( 략)

卜得七月十五日庚辰吉. 命禮曹曰 自初喪至終制凡干喪事 明著文案, 以貽後人.”

148)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7월 12일 정축 “定太祖配享功臣”

149)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7월 15일 庚辰 “雨. 上率百官 以禫服詣文昭殿 行禫祭. (

략) 祭畢還宮. 議政府率百官具朝服請陳賀, 上以餘哀未盡 不許. 政府啓曰 喪畢受朝 禮之

大 不可廢也. 上竟不許, 乃設虛座行禮而退.”

150)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7월 19일 갑신. 8월 11일 을사.

151)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7월 20일 乙酉 “祈晴, 以將祔廟也.”

152) 상동. “分賜鷹牌于宗親駙馬功臣及武官大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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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용서하는 赦宥를 내렸다.153)153)제사가 끝나매 강사포 차림으로 齋殿에 나아가

외의 朝賀를 받고, 鸞駕를 타고 환궁하 다. 들어와 하교하기를, “우리 皇 태

조 강헌 왕께서 神武하신 자품과 인후하신 덕으로 하늘의 밝은 명령을 받아, 나

라를 만들어 우리 조종의 쌓은 공을 잇고, 우리 자손이 지켜갈 업을 열어 주시었

으니, 아! 지극하다. 내가 큰 統緖를 이어받아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공경히 받들고 화롭게 받들어 모시어 백세에 이를 것을 바랐더니,

어찌하여 하늘이 불 히 여기지 않고 조 도 연장하지 않았는가? 내가 애통하고

사모함이 하루하루 더하다. 돌아보건 , 喪制가 기한이 있어 祥事 禫祭가 이미 끝

났으나, 마음은 오히려 측연하여 감히 편안할 수 없다. 고 에 상고하니 마땅히 祔

儀를 거행하여야 하므로, 락 8년 7월 26일에 친히 태조 강헌 왕의 신주와 신의

왕후의 신주를 받들어 太室에 모시고, 공경히 곤룡포 면류 을 갖추어 로써 강

신 헌작하니, 외의 신료가 서로 거느리고 하례하 다. 생각건 , 태조 강헌 왕

의 높은 공과 성한 덕이 하늘과 사람에게 이르 고, 나 小子 한 이루어진 공렬

을 이었으니, 조선 억만년의 무강한 아름다움을 맞이할 것이 정히 오늘에 있다. 하

물며, 성한 를 거행함에 마땅히 비상한 은택을 내려야 하겠다. ( 략) 아아! 이

미 皇 를 높이어 克享의 儀禮를 베풀었으니, 아름답게 신민과 더불어 크게 유신

의 교화를 편다.”고 하 다.154)154)

가 끝나매 (태종이) 안으로 들어가니, 의정부 신이 大禮가 慶成한 것을 하

례하 다.155)155)태종이 언 金汝知에게 “부왕은 조선의 시조가 되었으니 부묘하는

153)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7월 26일 辛卯 “祔太祖康獻大王,神懿王后神主于宗廟, 宥境

內. 上以袞冕率百官 詣文昭殿 行神主動駕祭, 陳象輅備儀仗 奉神主詣宗廟, 配享功臣神主,

在太祖之後. 遂祔于第五室 ( 략) 祭畢, 以絳紗袍御齋殿 受中外朝賀, 乘鑾駕還宮.”

154) 상동. (이어서) “入御正殿下敎 王若曰 洪惟我皇 太祖康獻大王 以神武之資 仁厚之德 受

天明命 肇造邦家, 以承我祖宗積累之功 以啓我子孫持守之業, 嗚呼至哉! 予纉丕緖 夙夜兢

惕, 庶幾祗奉榮養 至于期頤, 何天不弔而不少延! 惟予痛慕 日深一日, 顧以喪制有期 祥禫

已畢 心猶惻然 罔敢或寧, 載稽古典 當擧祔儀. 乃以永樂八年七月二十六日辛卯 親奉太祖康

獻大王神主及神懿王后神主 祔于太室, 祗服袞冕 祼獻以禮, 中外臣僚 相率以賀. 仰惟太祖

康獻大王 隆功盛德 格于天人, 予小子亦惟成烈是承 以迓朝鮮萬億年無疆之休, 正在今日.

矧當縟禮之擧 宜降非常之澤. ( 략) 於戲! 旣尊皇 式陳克享之儀, 嘉與臣民 誕布惟新之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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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모후를 아울러 부묘한 것은 하늘의 뜻이다. 옛날 재신 崔有

慶이 조정에서 말하기를, ‘齊陵은 제사할 것이 없다.’고 하 으니, 이것은 간사한

사람의 꾐에 빠진 것이다. 오늘 천기가 청명하고 의가 잘못됨이 없었던 것은 실

로 여러 재상의 힘에 의지한 것이다. 네가 마땅히 내 말을 ( 신에게) 이르도록

하라.”하니, 성석린 등이 “모후의 일은 비록 나라 사람들이 함께 분하게 여기는 것

이나, 오늘의 부묘는 실로 聖子의 공이십니다.”하 다. 이날 魂殿都監을 없앴다.156)156)

7월 29일 태종이 연루에 나아가니, 종친 의정부 공신이 壽를 올렸다. 태종이

각사에게 술과 과일을 내려주었다. 태종이 신과 더불어 母后의 부묘에 한 일

을 말하고 마침내 울었으니, 개 모후가 먼 죽은 것을 슬퍼함이었다.157)157)8월 3

일 태종이 건원릉에 免喪을 고하는 제사를 지냈다.158)158)

2) 정사의 처리

소상 후의 정사의 처리에서 상 이라 하여 평상과 다른 것을 찾기가 어렵다. 태종

이 처리하는 정사를 강 정리하여도 양이 무 많아서 제시하기 어려워 생략한다.

태종은 소상 후 1409년 6월에 재이로 하교하여 구언하 고,159)159)유일을 천거하도

록 명하 다.160)160)이것은 태종이 정사에 의욕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7월, 8월에 선

155) 상동. (이어서) “禮畢入內 議政府諸大臣賀大禮慶成. 上謂代言金汝知曰 我父王爲朝鮮始祖

其祔廟 常也, 若母后之幷祔 天也. 昔宰臣崔有慶言於朝曰 齊陵不宜祭. 此乃爲奸人所誘耳.

今日天氣淸朗 禮儀罔 實賴諸相之力也. 爾可以予言諭之. 成石璘等對曰 母后之事 雖國人

之所共憤, 然今日之祔 實聖子之功也.”

156) 상동. “罷魂殿都監.”

157)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7월 29일 갑오 “御廣延樓 宗親議政府功臣上壽, 賜各司酒菓

于依幕. ( 략) 上與大臣言母后祔廟之事, 遂泣下. 蓋傷母后之先逝也.”

158) �태종실록� 권20, 태종 10년 8월 3일 丁酉 “上親祭于健元陵. 告免喪也”

159)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20일 신유 “下敎求言. 敎曰 近年以來 水旱風霜雨雹之災,

山崩雷震天文之變 屢彰譴告, 是豈偶然哉! 政治得失, 生民休慼 宜令時散備陳無隱.” ○ 25

일 丙寅 “親覽各品上書.” ○ 27일 “戊辰 下各品陳言于議政府. 以擬議可行 也.”

160)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6월 27일 무진 “命擧遺逸.( 략) 遂下旨曰 年 德邵 不求聞

達 , 忠孝節義聞於一時 , 明達治體 可任吏事 , 謀深韜略 可爲將帥 , 工於射御 摧鋒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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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을 벌 다가, 10월 에 태종은 공신 李茂를 죽이고, 처남 민무구․무질 형

제를 제주도에 보냈다가 1410년 3월 순에 自盡을 명해서 죽 다. 이 두 건은 태

종이 ‘태종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까지 주도하는’ 국정운 의 양상을 보여

주는 상징 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처리에서 태종의 국정운 이 평상과

다름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태종이 이 두 사건을 굳이 상 에 처리한 것은

그 처리가 불가피함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태종은 명의 요구

에 응하여 進獻馬 1만 필을 1409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요동에 보냈다.161)161)

왕통의 정체성은 부왕-‘왕=태종’-세자가 하나일 것이다. 부왕 태조에 비춰 온

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식한 ‘태종의 왕통 상 정체성’이 세자에게 어떻게 투 되었

는지, 특히 삼년상 에 태종이 세자에게 선 하려 한 ‘선 소동’이 있었기 때문

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세자 련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졸곡~소상 때 세자가 하던 일은 이 기간[소상~부묘]에도 조 양이 어들며

유지된다. 1409년(태종 9) 7월 27일 태종이 의정부에서 서무 처결을 명하며 스스

로 결단하기 어려운 큰일은 세자에게 들어서 처리하라고 하 다.162)162)이때 세자와

직 련된 기록은 8월 문소 삭제를 세자에게 섭행하도록 한 것 밖에 없으나,

태종이 16세로 성인이 된 세자를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월 10일

태종이 분명하게 “세자에게 선 하겠다.”고 선언하 다.163)163)이때 태종이 한 구체

인 조처는 서연 을 경연 으로 고쳐 임명하고, 한 뒤에도 군정을 친히 장악

하기 해 三軍鎭撫所를 둔 것이 부이고,164)164)세자에게 왕 를 물려받으라고 압

敵 , 百官各以所知, 闔司薦二三人.”

161)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10월 21일 기미. 22일 경신 “上如太平館宴使臣. 上謂儼曰 帝

恩旣重 敢獻馬一萬匹. 儼曰 ( 략) 帝欲以來春平定, 期以二月初六日動大軍. 所進馬匹 宜

分運及期. ○置進獻官馬色.”

162)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27일 丁酉 “命議政府裁決庶務. 召議政府舍人申槪曰(

략) 皆否德之致. 然予欲恐懼修省, 凡大小公事 勿啓于我 政府處決. 若大事不可自斷 聽於

世子而行. (후략)”

163)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10일 己酉 “( 략) 因言上旨曰( 략) 吾欲內禪 自丙戌

迨于今 已再三矣. 今則吾計已決 雖宰相累請 斷不聽從.”

164) 상동. “以世子賓客( 략) 改爲經筵官 (후략)” ○11일 경술 “置三軍鎭撫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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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 것은 없다. 이 선 소동의 결과로 세자는 朝啓에 참여하게 되어,165)165)태종의

국정운 을 견학하게 되었다. 1410년(태종 10) 3월 12일 태종이 제릉에 배알하러

갈 때, 백 이 민무구 형제를 죽이라고 강청하고 있을 때 세자가 태종에게 백 의

말을 따르라고 청하 다.166)166)이때 태종이 세자가 왜 끼느냐고 하자, 세자가 마

침 와서 보니 아는 일이라 말을 합쳐 청할 따름이라고 하니, 태종이 더 말하지 않

았다. 세자는 태종이 피하고 싶은 일을 신하기도 하 다. 컨 , 성 하례를

신한 것이다.167)167)세자가 문소 제사를 빼먹거나 늦어 태종이 화를 낸 경우가

있으나,168)168)태조 상 에는 아직 태종과 세자 사이에 갈등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

았다고 하겠다.

5. 맺음말

태종이 태조의 삼년상을 통하여 자신의 왕통을 부왕 태조를 바로 이은 것으로

바루어 내외에 천명하 음을 살펴보았다.

태종은 ( 장이라고 내세워서 세자로 책립되어) 태조의 왕 를 이어받은 상왕

정종을 제치고 상주로서 태조 삼년상을 치 다. 그 뜻은 태종이 태조를 健元陵에

장례하고 虞祭의 神主에 ‘皇 ’라 으로써 자신의 왕통이 부왕 태조를 바로 이었

음을 천명한 데서 확인할 수 있다.

백 이 삼년상을 易月로 禫除한 뒤에, 신들이 청하는 聽政을 윤허하지 않음으

165)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8월 22일 辛酉 “御廣延樓 聽政. 初令世子入參朝啓.”

166)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3월 12일 무인 “上如開城留後司, 出次慕華樓. ( 략) 旣而

世子至, 啓曰 政府百官 合辭請罪 其言良是, 願賜兪音. 上曰 國人之情 聞之熟矣, 世子又何

與焉? 對曰 政府百官班立于庭, 臣適來見 果臣所知之事, 同辭以請耳.”

167) �태종실록� 권19, 태종 10년 4월 17일 癸丑 “命世子率百官 賀聖節 于時坐宮. 上以衰絰不

出. ○御解慍亭, 召宗親觀射.”

168) �태종실록� 권18, 태종 9년 7월 15일 乙酉 “上詣文昭殿 行望祭.( 략) 世子後至, 上怒

黜敬承府司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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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태종의 삼년상이 분명하게 제기되었고, 9월 9일에 건원릉에 장례한 뒤 명 사

신이 肉饍들기를 권한 것을 상 이라며 굳이 사양한 데에서 강조되었으며, 이어

순에 조에서 아뢰어 태조의 祔廟를 삼년상을 마친 뒤에 하기로 결정하면서 태

종의 (心喪이 아닌) 태조 삼년상이 공식 확인되었다. 9월 하순에 明帝의 賜祭와

賜諡를 계기로 거듭 천명되었다. 삼년상이 확정됨에 따라, 조에서 그에 따른 의

례상의 조처를 하 다. 이 게 父王 태조의 삼년상을 확정함으로써 태종은 태조를

바로 이은 왕통을 천명하 고, 1409년 윤4월 건원릉에 비를 세워 자신의 공 과

함께 태조에 한 효성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왕통을 태조를 바로 이은 것

으로 완성하 던 것이다.

명제가 내린 시호를 얹어[有明賜諡康憲] 태조의 신주를 고쳐 쓴 바로 그 날

(1408.10.1), 태종은 민무구 형제의 죄를 낱낱이 들어 밝히는 교서를 내렸다. 1409

년 2월 태조 계비 신덕왕후의 정릉을 도성 밖으로 옮기어 제사의 격을 낮추고, 3

월에 모후 신의왕후의 齊陵에 친히 제사하 으며, 4월에는 정릉의 정자각을 헐어

태평 북루를 지었다.169)169)

1409년 5월 小祥祭를 지내고, 6월에 하교하여 구언하고 하순에 유일을 천거하게

하여 정사에 의욕을 보이었다. 7월 하순에 갑자기 의정부에 서무를 처결하라 명하

다 그만두었고, 8월 10일에는 세자에게 선 를 선언하 다 없던 것으로 하

다. 이 선 소동은 10월 에 민무구 형제와 얽어서 우의정 李茂를 제거한 것으로

연결되었다. 태종은 명의 요구에 따라 10월 하순에서 1410년 2월까지 진헌마 1만

필을 요동으로 보냈다. 1410년 3월 순 제릉에 배알하려 개성에 가 있을 때, 백

의 청을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모양을 갖추면서 민무구 형제를 賜死하고 이튿날 제

릉에 친제하고 돌아왔다.

1410년 5월 大祥祭를 지내고 7월 15일 禫祭를 모셨다. 담제를 지낸 뒤 부묘하기

에 태조 부마 李佇의 죄를 용서하 다. 7월 26일 태조와 신의왕후 신주를 종묘

에 祔祭하고, 8월 건원릉에 免喪을 고함으로써 태종은 태조 삼년상을 마무리하

169) �태종실록� 권17, 태종 9년 4월 13일 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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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면, 태종은 태조의 삼년상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얻었을까? 왕통 왕

왕권의 맥락을 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종은 태조의 신주에 ‘皇 ’라 써서 자신의 왕통을 태조를 바로 이은 것

으로 천명하 다. 둘째, 태종은 母后 신의왕후를 正妃로 높이어 종묘에 祔祭하고

계비 신덕왕후의 정릉을 성 밖으로 옮기어 제사의 격을 낮춤으로써 嫡統의 근거를

거듭 확인하 다. 셋째, 처남 민무구 형제를 제거함으로써 왕 계승에 끼어들어

일어날 수 있는 외척의 화근을 미연에 뿌리 뽑았다. 넷째, 고려 때부터 병권에 참

여하 고 우의정으로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무를 (선 소동을 벌이고) 민무구

형제에 얽어서 제거함으로써 병권은 왕에게 돌려야 함을 확인하 다. 다섯째, 1398

년 8월 왕자의 난에 내쫓았던 태조의 부마 李佇를 용서함으로써 부왕 태조를 괴롭

혔을 寃 하나를 풀었다. 여섯째, 태종은 세자를 정치 으로 훈련하 는데, 장례

에 자신을 신하여 명 사신을 하고 병환이 들었을 때는 제사를 섭행하게 하

고, 16세가 되자 활쏘기를 익히게 하 으며 17세에는 朝啓에 들게 하 던 것이

다. 일곱째, (1409년 소상을 지낸 후 7월에 의정부에 서무를 처결하라 명함으로써)

행정을 총 하던 의정 신에게 그 권한의 한계를 확인하고 충성을 다짐받았다.

필자는 이 까지 즉 과정의 명분상 허물을 의식하는 태종이 즉 와 왕통을 정

당화함으로써 자신의 왕 와 왕으로서 권 를 보완 강화하고 아울러 정치 군사제

도를 정비하여 왕권을 강화한 과정을 강 살펴보았다. 그런데 태종이 왕으로서

권 와 왕권을 강화하여 바람직한 유교왕정을 구 하려고 애썼고 그리하여 비록

그것을 달성하 다고 해도, 그 즉 과정의 명분상 허물이 지워지지 않고 남는 것

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논문투고일(2016. 11. 4), 심사일(2016. 11. 22), 게재확정일(2016.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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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nal Legitimation of King Taejong’s Succession to the Throne

through his Observance of the Three-year Mourning Period for his

Father King Taejo

Nam, Jidae

The King Taejo died on May 1408, the King Taejong observed the rite of the 

three-year mourning period for him. All the government officials requested Taejong to 

resume managing state affairs as soon as possible by reducing the mourning period, but he 

did not accede. After the funeral service was over he was advised by an envoy from the 

Ming to eat meat, but he declined to do so by declaring that he was in mourning for his 

father. It was during his discussion with government officials about enshrining his father 

that, it was decided that the mourning period for Taejo be three years. Ming emperor's 

granting of posthumous title to Taejo provided an occasion for widely proclaiming that 

decision. Taejong also had an epithet “hwanggo”(皇 ) inscribed on the mortuary tablet of 

memorial services for Taejo, thereby legitimizing his succession to the throne. Furthermore, 

he embellished Taejo's posthumous title bestowed by Ming emperor out of deference to the 

latter's favor on expectations of securing Choseon's international standing. On March of 

1409 Taejong had his deceased stepmother, Sindeok Wanghu, exhumed and buried 

somewhere outside the capital city. This move is to be seen as part of an attempt to 

elevate his own mother to the status of the legitimate wife of his father and demote his 

stepmother to that of a concubine of his father, which would go a long way toward 

strengthening his right to the throne. Two months later he had a tombstone erected at his 

father's tomb to his memory. And Taejong had his own distinguished services to the 

country inscribed on it. Thus Taejong's wishes came true so far as royal success wa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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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jong performed a memorial service for Taejo on May 1410 that marked the second 

anniversary of his death. To months later he held another memorial service for Taejo, and 

this betokened the end of the mourning period for him and return to normalcy. During the 

same month Taejong dedicated a royal shrine to Taejo’s mortuary tablet. The next month 

he “informed” Taejo of the end of the three-year mourning period at his tomb, thereby 

fulfilling his filial piety of observing the three-year mourning period for his father. 

Key words : Taejong, Taejo, Samnyonsang[三年喪], hwanggo[皇 ], Wangtong[王統], 

Jeoktong[嫡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