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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혁(沿革)

목능(穆陵)은 조선(朝鮮) 第14代 선조(宣祖)와 그의 원비(元妃) 의인왕후(懿仁王后) 계비

(繼妃) 인목왕후(人穆王后) 등 세분을 모신 능(陵)으로 동구능(東九陵)(경기도(京畿道) 구리

시(九里市) 인창동(仁昌洞))내(內)에 위치(位置)하여 있다. 

역사적(歷史的) 기록(記錄)에 따르면 태조(太祖) 승하후(昇遐後) 태종(太宗)의 명(命)을 받

아 길지(吉地)를 서울 가까운 곳에서 물색(物色)하던 중 검교참찬의정부사(檢校參贊議政府

事) 김인귀(金仁貴)의 추천으로 하륜(河崙)이 양주검암(楊州儉嚴)에 나가 조사(調査)한 후

(後) 택정(擇定)하 다 한다. 흔히 알려진 동구릉상지전설(東九陵相地傳說)은 태조(太祖)(또

는 태종(太宗))가 생전(生前)에 승(僧) 무학(無學)을 시켜 자기(自己)와 후손(後孫)이 함께 묻

힐 족분(族墳)의 적지(適地)를 택정(擇定)시켜 얻은 것이라고 전(傳)하고 있으나 이것은 어

디까지나 족분(族墳)을 이룬 결과(結果)와 거기에 승(僧) 무학(無學)의 법술(法術)이 신통(神

通)함을 빙자(憑借)하여 만든 전설(傳說)에 불과(不過)하며 구릉(九陵)하나 하나의 쓰여진 사

정(事情)을 보면 일일이 여러곳으로 길지(吉地)를 물색(物色)하다가 이곳에 귀착(歸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구능(東九陵)이라는 이름은 문조(文祖)의 유릉(수릉(綏凌))이 아홉번째로 천봉(遷奉)되던 

철종(哲宗) 6년이후(年以後)의 명(名)임은 자명(自明)한 일이며 그 이전(以前)에는 동오능(東

五陵), 동칠능(東七陵)의 이름으로 부른 사실(事實)이 실록(實錄)에 전(傳)한다.  동구능(東九

陵)은 현재(現在) 59만(萬)여평(坪)을 헤아리는 광대(廣大)한 지역에 건원릉(健元陵 : 태조

(太祖)) 현릉(顯陵 : 문종(文宗)) 목릉(穆陵 : 선조(宣祖))와 왕비(王妃), 계비(繼妃) 숭릉(崇陵 

: 현종(顯宗) 휘릉(徽陵 : 인조(仁祖) 순비장렬왕후(純妃莊烈王后)) 혜릉(惠陵 : 경종(景宗) 

및 비(妃)) 원릉(元陵 : 조(英祖)와 계비(繼妃) 및 정순왕후(貞純王后)) 경릉(景陵 : 헌종

(憲宗)과 왕비(王妃) 및 계비(繼妃)) 수릉(綏陵 : 순조(純祖)의 원자(元子)인 문조(文祖)와 그 

비 신정 익황후(妃 神貞 翼皇后))의 구릉(九陵)이 자리 잡고 있다.

선조 소경 정륜 입극 성덕 홍열 지성 대의 격천 희운 현문 의무 성예 달효대왕(宣祖昭敬

正倫立極盛德洪烈至誠大義格天熙運顯文毅武聖叡達孝大王)은 처음에 휘(諱)가 균(鈞)이었다가 

연(昖)으로 고치었다.  중종대왕(中宗大王)의 손자(孫子)로서 중종(中宗)과 창빈(昌嬪)안씨(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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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 사이에서 낳은 일곱째 아들인 덕흥대원군 초(德興大院君岧)의 셋째 아들이다.  어머니는 

하동부부인(河東府夫人) 정씨(鄭氏)로 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된 정세호(鄭世虎)의 딸이

다.  명종(明宗)7年(1552)11月 11일(기축(己丑)에 한성부(漢城府) 서부(西部) 인달방(仁達坊)

에서 탄생하 다.

처음에는 하성군(河城君)에 봉(封)하여졌다가 명종(明宗)22年(1567) 6月 28日 명종(明宗)이 

승하(昇遐)하자 명종(明宗)의 유명(遺命)으로 7月 3日 (병진(丙辰)) 경복궁(景福宮)의 근정전

(勤政殿)에서 즉위(卽位)하 다.  선조(宣祖)41年(1608) 2月 1日 (무오(戊午)) 미시(未時)(1

3∼15시(時))에 정릉동(貞陵洞) (후(後)에 황췌방(皇萃坊)으로 고침) 소재(所在) 행궁(行宮) 

(덕수궁(德壽宮)의 옛 이름인 경운궁(慶運宮))에서 승하(昇遐)하니 왕위(王位)에 있는 지 41

年이었고 춘추(春秋)가 57세(歲) 다.  광해군(光海君) 즉위년(卽位年)(1608)6月 11日 (병인

(丙寅))에 발인(發靷)하여 이튿날인 6月 12日 (정묘(丁卯)) 오시(午時)(11-13시(時))에 건원릉

(健元陵) 서(西)쪽 다섯 번째 산줄기의 유좌묘향(酉坐卯向) (정서(正西)에서 정동방향(正東方

向))언덕에 장사(葬事)지냈다가 인조(仁祖)8年 (1630) 11月 4日 (기묘(己卯))에 능(陵)을 파서 

개봉(開封)하여 관(棺)을 악전(靈幄殿)에 안치(安置)시키고 11月 21日 (병신(丙申)) 현재위

치(現在位置)인 건원릉(健元陵) 동쪽 두 번째 산줄기의 임좌병향(壬坐丙向)(북북서(北北西)에

서 남남동방향(南南東方向))언덕으로 천장(遷葬)하 다.

광해군(光海君) 즉위후(卽位後) (1608) 2月 25日 (임오(壬午))에 묘호〔廟號 : 임금의 시호

(諡號 : 제왕, 경상(卿相) 유현(儒賢)들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추증(追贈)하는 

칭호)〕를 선조(宣祖)로 하 으로 혼전(魂殿)(임금이나 왕비의 국장(國葬)뒤에 삼년동안 신

위(神位)를 모시든 궁전) 호(號)를 모전(永慕殿)으로 하 다.  능호(陵號)는 숙릉(肅陵)이라 

정하 다가 같은해 5월(月) 19일(日) (신진(申辰))에 존호(尊號)(왕이나 왕비의 덕을 칭송하

여 올리던 칭호) 가운데 소문(昭文) 두 자가 명종(明宗)의 존호(尊號)인 공헌 헌의 소문 

광숙 경효대왕(恭憲獻毅昭文光肅敬孝大王)과 서로 같다고 하여 소문(昭文)은 현문(顯文)으로 

고치고 능호(陵號)도 목능(穆陵)으로 각각 고치었다.  지석(誌石)(죽은 사람의 성명, 생년년

월일, 행적, 무덤의 좌향 등을 기록하여 무덤 앞에 묻는 판석 또는 도판(陶板))의 처음 지문

(誌文)은 아성 부원군 이 산해(鵝城府院君李山海)가 지었고 천능후(遷陵後) 지문(誌文)은 정

경세(鄭經世)가 지었으며 시책문『澌冊文 : 제왕(帝王)이나 후비(后妃)의 시호(諡號)를 상주

(上奏 : 임금에게 말 을 아룀)할 때에 그 생전의 덕행을 칭송하고 지은 』은 대제학(大提

學) 유근(柳根)이 지었다.

선조(宣祖)의 부친(父親)인 덕흥(德興) 대원군(大院君) 초(岧)는 중종(中宗)25年 (1530)에 

나서 명종(明宗)14(1559)에  졸(卒)하니 춘추(春秋)가 30세(歲) 다.  선조(宣祖)가 추존(追

尊)하여 덕흥(德興) 대원군(大院君)으로 봉(封)하 다.

선조(宣祖)의 원비(元妃)인 장성 휘렬 정헌 의인왕후(章聖徽烈貞獻懿仁王后) 박씨(朴氏)는 

본관(本貫)이 나주(羅州)로 회조부(會祖父) 박조년(朴兆年)은 이조정랑(吏曹正郞)으로 의정부

(議政府) 좌찬성(左贊成)에 증직(贈職)되고 조부(祖父) 박소(朴紹)는 사간원사련(司諫院司諫)

으로 의정부(議政府) 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었으며 부친(父親)인 박응순(朴應順)은 

돈 부사(領純寧府事)로 반성부원군(潘城府院君)으로서 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고 

시호(諡號)가 정의(靖懿)이다. 어머니는 완산(完山) 부부인(府夫人) 이씨(李氏)로 문천정(文川

正) 이정수(李正壽)의 딸이다. 명종(明宗)10年(1555) 4月 15日(기묘(己卯))에 탄생하여 15세

(歲) 때인 선조(宣祖)2年(1596) 12月 29日(정묘(丁卯)) 왕비(王妃)로 책봉(冊封)되었다. 선조

(宣祖)33年(1600) 6月 27日(무술(戊戌)) 신시(申時)(15∼17시(時))에 한성부서부(漢城府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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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화방(皇華坊) 이궁(離宮)(경운궁(慶運宮))에서 승하(昇遐)하니 춘추(春秋)가 46세(歲) 다. 

동년(同年) 12月 21日(경인(庚寅)) 인시(寅時)(03∼05시(時))에 발인(發靷)하여 이튿날인 12月 

22日(신묘(辛卯)) 묘시(卯時)(05∼07시(時))에 건원릉(健元陵)의 왼쪽 셋째 산줄기의 임좌병

향(壬坐丙向)의 언덕에 장사(葬事) 지냈다. 산역(山役)에 역부(役夫)가 6,230명(名)이 투입되

어 처음에 능지(陵地)를 포천(抱川)의 신평(新坪)에 정(定)하여 공역(工役)을 과반(過半)쯤 

하 는데 술궁(術宮) 박자동(朴子洞)이 그곳은 불길(不吉)하다고 상소하여 왕이 건원릉(健元

陵)내로 택지(擇地)를 정하라고 명(命)하 다.

11月 13日(계축(癸丑))에 의정(領議政) 이항복(李恒福) 좌의정(左議政) 이헌국(李憲國)이 

현지를 답사하고 건원릉(健元陵)의 왼쪽 세 번째 산줄기가 능지(陵地)에 적합하다고 하여 

왕이 이에 따른 것이다. 선조(宣祖)33年(1600) 7月 11日(임자(壬子))에 시호(諡號)를 의인(懿

仁)으로 하고 혼전(魂殿)을 효경전(孝敬殿)으로 하 으며 능호(陵號)를 유릉(裕陵)이라 하

다가 인조(仁祖)10年(1632) 8月 14日(기묘(己卯))에 목능내(穆陵內)에 능(陵)이 있기 때문에 

목릉(穆陵)으로 고치었다. 

선조(宣祖)의 계비(繼妃) 소성 정의 명렬 광숙 장정 인목왕후(昭聖貞懿命烈光淑莊定人穆王

后) 김씨(金氏)는 본관(本貫)이 연안(延安)으로서 증조부(曾祖父) 김안도(金安道)는 현령(縣

令)을 지내고 좌찬성(左贊成)에 증직(曾職)되었다. 조부(祖父)인 김오(金襖)는 사정(司正)벼슬

을 지내고 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었다. 부친(父親) 김제남(金悌男)은 돈령부사(領

敦寧府事)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으로 의정(領議政)에 증직(贈職)되고 시호(諡號)가 의민

(懿愍)이며 어머니는 광산(光山) 부부인(府夫人) 노씨(盧氏)이다. 선조(宣祖) 17年(1584) 11月 

14日(병술(丙戌))에 탄생하여 선조(宣祖)35年(1602) 7月 13日(임신(壬申)) 왕비(王妃)로 책봉

(冊封)되었다. 인조(仁祖)10年(1632) 6月 28日(갑오(甲午)) 인경궁(仁慶宮)의 흠명전(欽明殿)

에서 승하(昇遐)하니 춘추(春秋)가 49세(歲) 다. 이해 7月 10日(병년(丙年))에 산능지(山陵

地)를 건원릉(健元陵) 왼쪽 다섯째 산줄기의 갑좌경향(甲坐庚向 : 동(東)에서 서(西)방향(方

向))에 정(定)하 다. 산능도감제조(山陵都監提調) 이덕동(李德洞)과 관상감제조(觀象監提調) 

장유(張維)등이 빈청(賓廳)에 모여 산역일(山役日)을 택일(擇日)하 는데 7月 24日(경신(庚

申)) 사시(巳時)(09∼11시(時))에 풀베고(참초(斬草)) 흙파기를 하고 9月 7日 진시(辰時)(07∼

09시(時))에 혈(穴)을 팠는데(금정(金井)) 그 깊이는 10척(尺)으로 하 다. 10月 4日(무진(戊

辰)) 계시(癸時)(01시(時))에 발인(發靷)하여 이틀 후인 10月 6日(경오(庚午))묘시(卯時)(05∼

07시(時))에 장사(葬事)지냈다. 능호(陵號)를 혜능(惠陵)이라 하 다가 이해 8月 14日(사묘(巳

卯))에 목릉내(穆陵內)에 세 능(陵)이 함께 됨으로 통합하여 혜능(惠陵)을 목능(穆陵)으로 고

쳤다. 

목능(穆陵)은 1970年 5月 26日 사적(史蹟) 193호(號)로 지정(指定)되었다. 

「선조(宣祖)는 어려서부터 아름다운 바탕이 있어 용모가 청수(淸水)하 다 한다. 명종(明

宗)이 아들이 없어(인순왕후(仁順王后)의 소생으로 명종(明宗)6年에 탄생한 외아들 순회세자

(順懷世子) 부(項)가 세자에 책봉되었다가 일찍 죽었다) 속으로 이미 선조(宣祖)에게 기대를 

정하고 매양 불러 볼 때마다 “덕흥은 복이 있다”고 하 다」(석담일기)

「처음에 明宗이 여러 왕손들 하원군(河原君, 하릉군(河陵君) 宣祖(豐山君))을 궁중에서 

가르칠 때 하루는 익선관(翼善冠 : 임금이 常服으로 정무를 볼 때 쓰던 관)을 왕손들에게 

써보라 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머리가 큰가 작은가 알려고 한다”하시고 여러 왕손들에

게 차례로 써 보게 하 다. 宣祖는 나이가 제일 적었는데도 두 손으로 관을 받들어 어전에 

도로 갖다 놓고 머리를 숙여 사양하며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이 쓰는 것이오리까”하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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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심히 기특하게 여겨 왕위 전해 준 뜻을 정하 다.」(부계기문)

1567년 명종이 후사 없이 죽자 즉위하여 이황(李滉) 이이(李珥)등 많은 인재를 등용하여 

선정에 힘쓰고 유선록(儒先錄)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삼강행실(三綱行實)등을 편찬케 

하여 유학을 장려하는 한편 조광조(趙光祖)를 증직(贈職)하는 등 억울하게 화를 입은 사림

(士林)들을 신원(伸寃)하고 남곤(南滾 : 심정(沈貞)등과 같이 기묘사화(己卯士禍)의 주역)등

의 관작을 추탈(追奪)하여 민심을 수습했다. 그러나 1591年 세자 책봉 문제로 집권한 동인과 

서인들에 대한 논죄(論罪)문제로서 다시 남북으로 분열하여 정계는 당쟁 속에 말려들어 국

력이 쇠약해졌다. 1583년과 1587년 2회에 걸쳐 야인(野人)들이 경원부(慶源府)에 침입하자 

온성부사(穩城府使) 신입(신침(申砧))의 군사를 출병시켜 이를 토벌한 뒤 두만강 건너의 그

들 소굴을 소탕하게 했으나 4년뒤인 1591년부터 1597년까지 왜인의 침입(임진왜란, 정유재

란)으로 7년에 걸친 전란에 흉년까지 거듭되고 동인 서인의 당쟁은 더욱 격심해져 커다란 

시련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王은 文으로는 족히 지극한 정치를 이룩할 수 있고 武로는 족히 禍亂을 평정할 

수 있고 밝기는 忠과 邪를 변별(辨別)할만 하고 지혜로워서 사무를 처리할만 하니 참으로 

소위 세대마다 날 수 없는 성인이요 크게 일할 수 있는 임금이었다. 그 중간에 否運을 만나 

잠간 파천하는 고생을 겪었던 것은 태평 끝에 난이 오는 運數의 관계이다. 마침내는 난리를 

평정하고 몸소 나라를 중흥시켜 나라 운수를 무궁하도록 연장시키었으니 선조의 웅 武略

이 아니고야 누가가 능히 이렇게 할 수 있으랴」(행장, 지문, 합록)

선조(宣祖)는 광해군(光海君)을 비롯하여 아들넷과 딸 열하나를 두었다. 둘째 아들인 광해

군(光海君)이 제15대왕으로 재위 기간은 1608∼1623이다. 다섯째 아들인 원종대왕(元宗大王)

의 맏아들이 제16대 인조(仁祖)로 재위 기간은 1623∼1649이다.

3. 현황(現況)

목능(穆陵)은 조선왕릉(朝鮮王陵)의 제도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에 

따라 주산(主山)을 뒤로 없고 중허리에 능상(陵上)을 이룩하 다. 그 좌우측(左右側)에는 청

룡(靑龍) 백호(白虎)를 이루고 남(南)쪽으로는 멀리 안산(案山)을 바라보고 있다. 

수목(樹木)이 울창하게 들어선 능역(陵域)의 입구(入口)에 석교(石橋)를 건너면 홍살문(홍

전문(紅箭門) 홍문(紅門))이 섰고 여기서부터 신로(新路 어로(御路))를 따라가면 선조능(宣祖

陵)앞의 정자각(丁字閣)에 이르게 된다. 

정자각서(丁字閣西)쪽에 수복방(守僕房)터로 보이는 곳이 있는데 지금은 건물(建物)은 없

고 주초석(柱礎石)만 남아있다. 정자각(丁字閣) 동(東)쪽에는 비각(碑閣)이 서 있고 비각남

(碑閣南)쪽에 정자(井字)형의 우물이 있다. 

선조(宣祖)의 능상(陵上)(일반묘(一般墓)에서 분묘(墳墓)에 해당(該當)하는 부분(部分))에는 

호석(護石)을 두르고 석난간(石欄干)을 세웠으며 비(妃) 및 계비능(繼妃陵)은 호석(護石)은 

없고 석난간(石欄干)만 둘 다. 능상(陵上) 앞에는 석상(石床)과 장명등(長明燈)을 놓고 좌우

(左右)에 망주석(望柱石)을 세웠다. 석난간외연(石欄干外綠)에는 석양(石羊) 석호(石虎)를 서

로 엇바꾸어 배치(配置)하여 밖을 향(向)하여 능(陵)을 수호(守護)하는 형상(形狀)을 이루며 

능상(陵上)의 동서북(東西北) 삼방향(三方向)에 곡담(곡장(曲墻))을 둘 다. 능상(陵上)앞 한

단 낮은 제일단(第一段)에 문인석(文人石) 일쌍(一雙) 다시 제이단(第二段)에 무인석(武人石) 

일쌍(一雙)을 세우고 이 문무인석(文武人石)뒤에는 각각(各各) 석마(石馬)를 하나씩 배치(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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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하 다. 

정자객북(丁字客北)쪽 임지(壬地)(북북서방향(北北西方向))에 예감(瘞坎, 망요(望燎))이 있

는데 이는 축문(祝文)을 묻거나 태우기 위한 것으로 마석(磨石)으로 만들고 위에 송판(松板)

으로 뚜껑을 만들어 덮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은 뚜껑은 없다. 

정자각(丁字閣) 뒤 계지(癸地)(북북동방향(北北東方向)) 산신석(山神石)이 있고 홍전문(紅

箭門) 우측(右側)에 망릉위(望陵位 망예위(望瘞位))가 있다.

왕릉(王陵)을 배치상(配置上)으로 몇가지 형식(形式)으로 분류(分類)할 수 있는데 왕(王)이

나 왕비(王妃) 어느 한쪽만을 매장(埋葬)한 단능식(單陵式), 왕(王)과 왕비능(王妃陵)을 동원

(同原)에 나란히 배치(配置)한 쌍릉형식(雙陵形式), 왕(王)과 왕비(王妃) 계비(繼妃) 셋을 나

란히한 삼연릉식(三連陵式), 정자각(丁字閣) 배후(背後) 좌우(左右)의 언덕에 한 능(陵)씩 두

는 동원이강(同原異岡) 형식(形式), 부부(夫婦)를 일봉토하(一封土下)에 매장(埋葬)한 합장형

식(合葬形式)등이 있으며 목능(穆陵)은 동원이강형식(同原異岡形式)이다. 

비(妃)인 의인왕후(懿仁王后)의 능(陵)앞에는 정자각(丁字閣)이나 수복방(守僕房)이 있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나 계비(繼妃)인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陵)앞에서는 정자각(丁字

閣)의 기단(基壇)으로 보이는 돌들이 지표하(地表下) 30∼40㎝에 묻혀있고 여기서 남서(南

西)쪽으로 35m되는 곳에 수복방의 주춧돌로 보이는 돌들이 역시 지표하(地表下) 30∼40㎝에 

묻혀 있다. 

홍전문(紅箭門)에서 정자각(丁字閣)까지의 박석로(薄石路)는 어로(御路)와 신로(神路)가 구

분(區分)되어 2단으로 되어 있고 정자각(丁字閣)뒤에서부터 선조(宣祖)의 능(陵)과 비능(妃

陵) 계비(繼妃)의 능(陵)으로 이어지는 박석로(薄石路)는 1단으로 되어 있다. 정자각(丁字閣)

위에 바로 선조(宣祖)의 능(陵)이 있고 신로(神路)는 없다. 정자각(丁字閣)뒤에서 동(東)쪽으

로 10여미터 가다가 신로(神路)는 두갈래로 갈라져 하나는 북동(北東)쪽의 비(妃)의 능(陵)

으로 다른 하나는 동(東)쪽으로 계속(繼續)이어져 계비(繼妃)의 능(陵)에 이른다. 이 신로(神

路)들은 모두 지표하(地表下) 20∼40㎝에 묻혀 있고 갓돌은 모두 잘 남아 있으나 신로(神路) 

바닥에 깔은 박석(薄石)은 비(妃)의 능(陵)쪽으로 가는 신로(神路)에만 남아 있다. 계비(繼

妃)의 능(陵)쪽으로 가는 신도(神道)에는 한두개 남은 박석(薄石)의 흔적(痕跡)으로 보아 원

래는 있었으나 오랜세월이 흐르는 동안 없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비(妃)의 능(陵)으로 가는 신로(神路) 중간(中間) 중간(中間)에 2개소(個所)의 석교시설(石

橋施設)이 있는데 모두 신로(神路)의 윗쪽산(山)에서 내려오는 물을 신로(神路)밑으로 하여 

아랫쪽으로 배수(俳水)시키기 위한 시설(施設)로 하나는 정자각(丁字閣)뒤에서 비능(妃陵)쪽

으로 25m되는 곳에 있으며 암거형식(暗渠形式)이고 다른 하나는 정자각(丁字閣)뒤에서 80m

되는 곳에 있으며 석교형식(石橋形式)으로 되어 있다. 

계비능(繼妃陵)으로 가는 신로(神路)에도 석교(石橋)가 2개소 있다. 선조(宣祖)의 능(陵)과 

계비능(繼妃陵)사이 작은 계곡(溪谷)이 두 줄기 있는데 석교(石橋)는 신로(神路)와 계곡(溪

谷)이 문차(文叉)하는 곳에 설치(設置)되어 있다. 첫 번째 석교(石橋)는 선조(宣祖)의 능(陵)

에서 53m되는 곳에 있고 다른 하나는 110m되는 곳에 있다. 이들 석교(石橋)와 암거형식(暗

渠形式)의 배수시설(排水施設)은 모두 지하(地下) 20∼40㎝에 묻혀있다. 

비각(碑閣) 남(南)쪽 15m 되는 지점(地點)에 정자형(井字形)의 우물이 있으나 전부 메워지

고 우물 상단(上段) 장대석(長臺石)윗면만 약간 노출(露出)된 상태(狀態)다. 

선조(宣祖)의 능(陵)과 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陵)사이에 계곡(溪谷)을 따라 

상당한 깊이의 개울이 있었음을 석교(石橋)와 계곡의 발굴결과(發掘結果)로 미루어 알 수 

283



있었으나 지금의 계곡(溪谷)의 상류 부분(部分)과 산(山)에서 침식(浸蝕)된 토사(土沙)들로 

메워져 있으며 이로 인한 배수불량(排水不良) 및 지하수위상승(地下水位上昇)으로 이 일대

가 습지(濕地)로 되어 있다. 

4. 정비(整備)

가. 신로(神路) 및 어로(御路)의 정비(整備)

홍전문(紅箭門)에서 정자각(丁字閣)에 이르는 신로(神路) 및 어로(御路)는 연장(延長)이 

92m로 홍전문(紅箭門)에서 시작(始作)하여 정자각(丁字閣) 기단정면(基壇正面)을 향(向)해 

가다가 정자각(丁字閣)앞 5m지점에서 정자각(丁字閣)을 좌측(左側)에 끼고 우(右)로 돌아 정

자각(丁字閣) 우측(右側)에 있는 계단(階段)으로 연결(連結)되어 있다. 

어로(御路)와 신로(神路)는 정자각(丁字閣)을 바라보고 좌측(左側)에 신로(神路)가 있고 우

측(右側)에 어로(御路)가 한단 낮게 신로(神路)에 접(接)하여 설치(設置)되어 있다. 신로폭(神

路幅)은 150㎝이고 갓돌은 폭(幅) 27㎝ 높이 35㎝ 길이 180㎝내외의 화강석재장대석(花岡石

材長臺石)을 지면(地面)보다 20㎝정도 높게 하여 바닥 박석(薄石) 양측(兩側)에 설치(設置)하

다. 표면가공(表面加工)은 고은정다듬 내지 도드락다듬정도로 마감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

이 지나는 동안 풍화로 마모가 심하다. 갓돌과 갓돌사이에는 넓이 45×45㎝ 두께 4∼8㎝의 

박석(薄石)이 깔려 있다. 

어로(御路)는 신로(神路)보다 6㎝정도(程度) 낮고 폭은 112㎝내외다. 신로(神路)와 어로(御

路)사이에도 갓돌을 설치(設置)하 다. 어로(御路)갓돌은 신로(神路)의 갓돌과 동일(同一)한 

규격(規格)과 가공(加工)으로 지면(地面)보다 14㎝정도 높게 설치하고 역시 갓돌과 갓돌사이

에 박석(薄石)을 깔았다. 정비당시 이 구간의 신로(神路)와 어로(御路)의 상태(狀態)는 비교

적(比較的) 양호(良好)하여 삐뚤어진 갓돌들만 일부 해체하여 바로 잡고 흐트러진 박석도 

바로 잡았다. 신로(神路)와 어로(御路)는 정자각(丁字閣)앞의 꺽여진 곳에서 연결(連結)이 특

히 재미있게 되어 있다. 홍전문(紅箭門)에서 정자각(丁字閣)에 이르는 어로(御路)를 기준으

로 할 때 신로(神路)는 6㎝높고 정자각기단정면(丁字閣基壇正面)에 평행(平行)한 어로(御路)

는 5㎝ 그리고 신로(神路)는 16㎝높다. 이와같이 바닥의 마감 높이를 달리하고 갓돌의 연결

(連結)을 서로 엇물리게 기하학적(幾何學的)으로 배치(配置)하여 박석로(薄石路)의 단조로움

에 변화(變化)를 가져오게 하 다. 

정자각(丁字閣)뒤에서 비능(妃陵)까지 신로(神路)는 연장(延長)이 100m이고 폭은 145㎝내

외로 역시 양편(兩便)에 갓돌을 놓고 가운데에 박석을 깔았다. 이 신로(神路)는 정자각(丁字

閣)뒤에서 비능(妃陵)에 이르는 지형(地形)을 따라 자연스럽게 꺽여지고 경사지어 지형(地

形)과 잘 조화(調和)를 이루고 있다. 다소 경사(傾斜)가 심한 지역(地域)에서는 군데 군데 1

4∼30㎝ 높이의 단을 두어 신로(神路)가 무리하게 경사(傾斜)를 이루지 않도록 하 다. 

갓돌이나 박석(薄石)의 재질(材質)과 규격(規格) 및 가공정도(加工程度)는 홍전문(紅箭門)

에서 정자각(丁字閣)에 이르는 신로(神路) 및 어로(御路)와 같다. 정비당시(整備當時) 신로

(神路)위에 덮 던 흙을 제거(除去)하고 교란 되거나 넘어진 갓돌을 해체(解體)하여 바로 잡

고 박석(薄石)은 전량(全量) 해체(解體)하여 바닥에 마사토다짐을 한후 다시 깔았다. 

정자각(丁字閣) 뒷편에서 계비(繼妃)의 능(陵)까지는 연장(延長)이 130m로 정자각(丁字閣)

뒤에 비(妃)의 능(陵)으로 가는 신로(神路)와 같게 축조되어 있으나 이 구간의 박석(薄石)은 

남아있지 않다. 위에 덮 던 두께 20∼40㎝의 흙을 걷어내고 갓돌을 바로 잡았으며 박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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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렸던 자리에는 줄떼를 심었다. 

나. 석교(石橋)의 정비(整備)

석교(石橋)는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능후편산(陵後便山)에서 흘러내린 토사(土砂)의 퇴

적(堆積)으로 매몰(埋沒)되어 일부만 노출(露出)되어 있었다. 매몰(埋沒)된 석교(石橋)를 원

상태(原狀態)로 노출(露出)시키기 위하여 주변지역(周邊地域)을 식굴(式掘)해본 결과(結果) 

개울이 전반적으로 60∼80㎝정도 묻힌 상태 다. 

땅속에 묻혀 있던 석교(石橋)를 원래(原來)대로 지상에 노출(露出)시키고 발굴결과(發掘結

果)에 따라 붕괴(崩壞)된 교대석(橋臺石)과 함몰(陷沒)된 교판석(橋板石)을 바로잡았다. 

정자각(丁字閣)뒤에서 비(妃)의 능(陵)쪽으로 25m되는 곳에는 아주 단순하게 축조한 배수

시설이 있다. 신로(神路)를 가로질러 양측에 폭36㎝되게 장대석을 놓았다. 그 상부에는 박석

(薄石)으로 덮개를 덮었다. 바닥에서 덮개 밑면까지의 높이는 25m이다. 석재(石材)의 표면

(表面)가공(加工)은 도드락다듬정도이다. 

비능(妃陵)쪽으로 80m되는 곳에 있는 배수시설(排水施設)은 석교형식(石橋形式)인데 폭이 

160㎝길이는 153㎝이다. 신로(神路)에 가로질러 양측(兩側)에 장대석(長臺石)을 62㎝ 간격으

로 한단씩 놓아 교대석(橋臺石)으로 사용(使用)하고 그 위에 폭 40㎝ 두께 15㎝ 길이 153㎝

내외의 교판석(橋板石) 3개를 신로(神路)와 같은 방향(方向)으로 걸쳐 놓았다. 개울 바닥에

서 교판석 밑면까지의 높이는 40㎝이다. 석재(石材)의 표면(表面)가공(加工)은 도드락다듬정

도이다. 

계비의 릉으로 가는 신로상(神路上)의 첫 번째 석교(石橋)는 폭이 160㎝ 길이가 221㎝이

다. 석교(石橋)밑으로 물이 흘러갈수 있도록 97㎝간격을 두고 장대석을 양쪽에 2단씩 쌓아올

려 교대석(橋臺石)으로 사용(使用)하 다. 개울 바닥에서 석교교판석 하부까지 높이가 60㎝

인데 폭 42∼64㎝ 두께 30㎝ 길이 221㎝되는 장대석(長臺石) 3개를 놓아 교판석(橋板石)과 

귀틀석 역할을 하도록 하 다. 교대석(橋臺石)의 다듬정도와 마감형태로 보아 타석물의 부재

(部材)를 가져와 사용(使用)한 듯 하다. 

두 번재 석교의 폭이 160㎝ 길이 180㎝ 개울바닥에서 교판석 밑면까지의 높이가 80㎝내외

이다. 양측(兩側)에 폭 100㎝정도 되도록 장대석을 두단 쌓아 교대석(橋臺石)으로 하 으며 

폭 40㎝ 두께 30㎝ 길이 180㎝되는 장대석을 신로(神路)와 같은 방향(方向)으로 길게 네 개

를 걸쳐 놓아 교판석(橋板石)의 기능(機能)을 하도록 한 것은 앞의 교량(橋梁)과 같이 석교

(石橋)를 단순(單純)하게 축조(築造)할려고 한 것이다. 석재(石材)의 표면가공(表面加工)은 

앞의 석교(石橋)와 같다. 

다. 우물의 정비(整備)

메워져 있던 우물내의 토사(土沙)를 준설(浚渫)하고 붕괴(崩壞)되었던 우물의 벽석(壁石)

을 해체하여 바르게 쌓았다. 이 우물은 60㎝×60㎝의 정방형(正方形)으로 네면의 장대석으로 

쌓았다. 깊이는 약 90㎝로 석재(石材)의 표면가공(表面加工)은 도드락다듬 정도(程度)이다. 

라. 습지대(濕地帶)의 정비(整備)

선조(宣祖)의 능(陵)과 계비(繼妃) 인목왕후능(仁穆王后陵) 사이 작은 계곡이 두줄기 있고 

신로(神路)가 이 계곡(溪谷)을 지나는 곳에 석교(石橋)를 설치한 것으로 보아 원래(原來) 이 

계곡(溪谷)을 따라 개울이 있었음을 추측(推測)할 수 있다. 발굴결과(發掘結果) 옛 개울자리

에는 암흑색의 부식토가 퇴적 되어 있어 생땅인 붉은색의 점토(粘土)와 확연(確然)히 구분

(區分)이 되었다. 개울의 매몰(埋沒)로 지하수위(地下水位)가 높아지고 따라서 이 지역(地域)

일대는 항상 습지 상태 다. 지표수가 흘러내려 잔디가 고사되고 능 경관을 저해하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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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옛 개울자리를 따라 폭 80∼100㎝ 깊이 100㎝내외의 배수로(排水路)를 만들고 지금 15∼

20㎝의 통나무로 호안(護岸)을 하여 침식(浸蝕)을 방지(防止)하 다. 우물을 정비(整備)하고 

배수로(排水路)를 만들자 습지대(濕地帶)는 자연히 해소(解消)되었다. 

5. 정비경위(整備經緯) 및 경과(經過)

목능(穆陵)은 저지대(低地帶)가 습지(濕地)를 이루고 있어 능(陵)의 경관(景觀)을 저해(沮

害)하고 있었다. 이를 해소(解消)하기 위하여 옛 개울을 조사(調査)하던중 지하(地下)에 묻혀

있는 신로(神路)와 석교(石橋)를 발견(發見)하고 습지대(濕地帶)를 정비(整備)하기 위한 개울

조성과 아울러 신로(神路)와 석교(石橋)도 발굴(發掘)하여 원상태(原狀態)로 노출(露出)하기

로 하 다.

이 신로(神路)는 왕(王)과 비(妃) 계비능(繼妃陵)을 각각(各各) 연결(連結)하고 있으며 신

로(神路) 중간(中間)에 석교(石橋)도 있어 지형(地形)에 조화(調和)되게 경사(傾斜)지고 꺽여

진 신로(神路)와 어울려 아기자기하고 재미있는 공간(空間)을 구성하고 있다. 

1986년 11월부터 작업장소(作業場所)에 볏집과 비닐을 덮어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 뒤 

1987년 2월 1일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운용중(運用中)인 기동보수단(機動補修團)

을 투입(投入)하여 목능(穆陵) 전지역(全地域)에 대한 발굴(發掘)을 시작(始作)하여 신로(神

路), 석교(石橋), 우물, 계비능(繼妃陵)앞의 정자각(丁字閣)터, 수복방(守僕房)터를 발굴(發掘)

하고 원래(原來) 개울이 있었던 자리도 확인(確認)할 수 있었다. 

발굴결과(發掘結果)를 토대(土臺)로 신로(神路) 및 석교(石橋), 우물을 정비(整備)하고 정

자각(丁字閣)터와 수복방(守僕房)터를 지상(地上)에 노출시켰고 개울이 있었던 자리를 따라 

배수로(排水路)를 만들었다. 

1987년 5월 17일까지 총공사기간(總工事期間) 107일이 소요(所要)되었고 작업인원(作業人

員)은 총(總) 1,077명(名)이 동원(動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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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릉배치도, 황제릉배치도

동구능(東九陵)은 조선(朝鮮) 제(第)1대(代) 태조(太祖)의 건원릉(健元陵)을 시작(始作)으로 

조선왕조(朝鮮王朝) 일대(一代)를 통(通)하여 9능(陵) 17위(位)의 왕(王)과 후(后) 비능(妃陵)

이 쓰여져 일대족분(一代族墳)을 이루고 있는 왕릉군(王陵群)이다. 

 동구능위치평면도(東九陵位置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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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비(繼妃)의 능(陵)앞 수복방(守僕房)터

 ※수복방(守僕房)  : 수복(守僕)이 거처(居處)하던 곳

                  일수복(一守僕) 능제례(陵祭禮)를 맡아보는 구실아치

   (관원밑에서 일보던이)

 신로등(神路等)에 비닐과 볏집을 덮어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후 공사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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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전(整備前)

 

 정비중(整備中)

선조(宣祖)의 능(陵)에서 계비(繼妃)의 능(陵)쪽으로 53M되는 지점(비각(碑閣) 뒤)

에 있는 석교(石橋)

 정비전(整備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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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후(整備後)

습지(濕地)와 개울

 정비전(整備前)

 정비중(整備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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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각남(碑閣南)쪽 정자형(井字形)우물

 정비전(整備前)

 정비후(整備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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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물은 바가지로 물을 뜰 수 있도록 한 박우물이다. 

계비능(繼妃陵)앞 석교(石橋)(선조(宣祖)의 능(陵)에서 80M지점(地點)) : 계비(繼妃)의 능(陵) 

북(北)쪽에 작은 라기가 있고 이 골자기는 계비의 릉 앞에서 개울을 이룬다. 석교는 신로(神

路)가 이 개울을 건널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자각(丁字閣)앞에서 본 목능(穆陵) 전경(全景)

 선조(宣祖)의 능(陵)에서 본 목능(穆陵) 전경(全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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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비(繼妃)(인목왕후(仁穆王后))능(陵)에서 본 목능(穆陵)전경(全景)

  

*지형(地形)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사(傾斜)지고 꺽여진 신로(神路)가 보인다.

 선조(宣祖)의 능(陵) 전경(全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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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宣祖)의 능 근접(陵 近接)

능상(陵上)에 석난간(石欄干)과 그리고 호석(護石) 그리고 문무인석(文武人石)등의 석물(石

物)이 있고 뒤에 곡장(曲墻)이 있다. 

아래에는 정자각(丁字閣)과 석비각(石碑閣)이 있고 정자각(丁字閣)의 계지(癸地)(북북동)에 

산신석(山神石)이 임지(壬地)(북북서)에 예감(瘞坎)이 보인다. 

 비(妃)의 능(陵) 전경(全景)

 근접(近接)

능상(陵上)에 호석(護石)이 없는 것이 외는 선조(宣祖)의 능상(陵上)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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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쪽에는 신로(神路)만 보인다. 

 계비(繼妃)의 능(陵) 전경(全景)

 근접(近接)

능상(陵上)은 비(妃)의 능상(陵上)과 같다.

아랫쪽에 정자각지(丁字閣止)가 있고 그 뒤에 감(坎)과 산신석(山神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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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宣祖)의 능(陵)에 있는 호석(護石). 난간(欄干) 장명등(長明燈) 석상(石床) (혼유석(魂遊石)) 근접(近接).

석상(石床)(혼유석(魂遊石))  

정방형(正方形)의 혼유석(魂遊石)이 주는 중량감(重量感)과 그 하부(下部)에서 바치고 있는 

복돌의 터질듯한 압축감이 정적(精的)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장명등(長明燈)

분(墳) 정중(正中) 남(南)쪽에 치우쳐 장명등(長明燈)을 세웠는데 구조(構造)는 꼭대기 정자

석(頂子石)에 원수(圓首) 2층(層)을 만들되 원수(圓首) 매층(每層)아래에는 연주(連珠)를 새

겼다. 개석(蓋石)은 8면으로 운각상단(雲角上端)에 앙연엽(仰蓮葉)을 새기고 8면(面)진 격석

(隔石)과 구석(口石)을 만들어 그것을 받치게 하고 4면(面)을 뚫어 창(窓)을 내며 그 아래 

앙연엽(仰蓮葉)을 새기고 각(角)모서리 마다 연주문(蓮珠紋)을 조각(彫刻)하고 다음은 복연

(覆蓮)을, 아래는 운족(雲足)을 새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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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인석(文武人石)과 석마(石馬) 망주석(望柱石).

 석양(石羊) 석호(石虎)  

석란외연(石欄外緣)에는 석양(石羊) 석호(石虎)를 서로 엇바꾸어 배치(配置)하고 밖을 

향(向)하여 능(陵)을 수호(守護)하는 형상(形狀)을 하고 있다. 

 * 문무인석(文武人石)과 석마(石馬)

문인석(文人石)은 관(冠)을 쓰고 띠를 두르고 홀(笏)을 쥔 상(像)이며 운족(雲足)을 새기고 

뒤 남(南)쪽에 석마(石馬)를 세웠다. 무인석(武人石)은 갑위(甲胃)에 패검(佩劍)하여 동서(東

西)에 하나씩 마주 세우고 석마일구(石馬一軀)씩을 배치(配置)하 다. 

 망주석(望柱石) 석상좌우(石床左右)에 설치(設置)하며

총장(總長) 7척(尺) 3촌(寸)으로 그 자세한 구조(構造)를 보면 상단(上端) 1척(尺)에 원수(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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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를 만들고 다음 1척(尺) 3촌(寸)에는 상부(上部)에 운두(雲頭)를, 하부(下部)에 염의(簾衣)

를 새기고 8면(面)을 짓게 하 으며 염의하(簾衣下) 한쪽에는 착공(鑿孔)된 귀(이(耳))를 붙

고 태석(台石)을 끼웠는데 앙연엽(仰蓮葉) 복연엽(覆蓮葉) 운족(雲足)을 조각(彫刻)하고 있

다. 

 호석(護石)(병풍석(屛風石))과 석난간근접 (石欄干近接)

 호석(護石)(병풍석(屛風石)의 문양(文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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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각(碑閣)

  정자각(丁字閣)앞 신로(神路)의 구조(構造)

 정자각(丁字閣)앞 신로(神路)와 어로(御路)의 교부(交父) 지점(支點) 상세(詳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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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들의 연결을 서로 엇물리게 층단지어 구조(構造)된 것이 박석로(薄石路)의 단조(單調)로움

에 변화를 주어 재미있는 연결(連結)을 만들고 있다. 

 정자각(丁字閣)앞 신로(神路)와 어로(御路)의 교부(交父) 지점(支點) 상세(詳細)

 정비전(整備前)

 정비후(整備後)

홍문(紅門)(홍전문(紅箭門))에서 정자각(丁字閣)까지의 어로(御路) 및 신로(神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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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전(整備前)

 정비후(整備後)

선조(宣祖)의 능(陵)에서 계비(繼妃)의 능(陵)으로 가는 신로(神路)

신로(神路)를 주위지형(周圍地形)에 순응(順應)시켜 조화(調和)있게 배치(配置)했는데 신로

(神路)의 급경사(急傾斜)를 막기 위하여 높이 14 - 30㎝의 단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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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후(整備後)

 정비후(整備後)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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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선조(宣祖)의 능(陵)에서 계비(繼妃)의 능(陵)으로 가는 신로상(神路上)에 있는 석교(石橋) 

귀틀석 (교판석(橋板石))의 문양(文樣)(비각(碑閣)뒤에 있는 석교(石橋))

 

선조(宣祖)의 능(陵)에서 비능(妃陵)쪽으로 80M되는 지점(地點)의 신로상(神路上)에 있는 배

수시설(排水施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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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宣祖)의 능(陵)에서 비능(妃陵)쪽으로 80M되는 지점(地點)의 신로상(神路上)에 있는 배

수시설(排水施設) 

선조(宣祖)의 능(陵)과 비능(妃陵)사이의 골자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신로(神路) 밑을 통해서 

배수(俳水)되도록 되어 있다. 

 선조(宣祖)의 능(陵)에서 비(妃)의 능(陵)쪽으로 25M되는 지점(地點)의 신로상(神路上)에 

있는 배수시설(俳水施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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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宣祖)의 능(陵)에서 비(妃)의 능(陵)쪽으로 25M되는 지점(地點)의 신로상(神路上)에 

있는 배수시설(俳水施設) :

 신로(神路) 윗쪽의 산(山)에서 내려온 물이 신로(神路)밑을 통해서 배수(俳水) 되도록 되어 

있다. 

 정비후(整備後)

계비(繼妃)(인목왕후(仁穆王后))의 능(陵)앞 정자각(丁字閣)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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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능(宣祖陵)앞 예감(瘞坎 사진의 우측(右側))및 산신석(山神石)(사진의 좌측(左側))

 

계비(繼妃)의 능(陵)앞 예감(瘞坎)(좌측(左側)) 및 산신석(山神石) 능(陵)앞에보이는 유구(遺

構)는 정자각(丁字閣)터

 ※예감(瘞坎) : 축문(祝文)을 묻거나 태우는 곳. 정자각(丁字閣) 임지(壬地)(북북서방향
(北北西方向))에 있다.

 산신석(山神石) : 능제복전(陵祭福前)에 산신(山神)께 고(告)하던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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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로호석(神路護石) 및 갓돌 (선조(宣祖)의 능(陵)↔비(妃)의 능(陵))

 신로(神路)의 및 석교(石橋) (선조(宣祖)의 능(陵)↔계비(繼妃)의 능(陵))

307



 목릉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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