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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릉은 조선 왕조 제 20대 경종과 계비인 선의왕

후 어씨의 능으로, 후릉( )01 및 명릉의 예제를 따

른 것으로 상설 규모가 작고 검소한바02, 이는 『국조

속오례의( )』03 규정에 따라 조영되었

다. 이에 조선시대 능원 관련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

보면,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사상 및 시대별 

특징, 건조물, 석물, 식생 등에 관한 내용으로 대별되

는바, 입지 및 공간구성의 경우 목을수(1988), 한국문

원(1995), 이창환(1998), 장영훈(2000), 이호일(2003) 

등이, 건조물의 경우 김영빈(1990), 이영(1992)이, 석

물의 경우 유영교(1976), 배윤수(1983), 이찬우(1985), 

은광준(1992), 김성복(1992), 이진희(1997), 김은선

(2006) 등이, 식생의 경우 이경재(1990, 1991)등의 연

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능역의 외부공간에 대한 고찰

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현재 조선 왕릉이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되어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고취되고 있

는 시점에서 과거 국가 정보원청사로 사용되면서 훼손

되었던 의릉의 능제복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헌

조사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의릉일원의 입지, 공간

구성특성을 구명함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의릉은 사적 제204호(지정연월일: 1970년 5월 26

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5번지 일원에 위

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434,386m2로 약 13만 평으로, 

조선 제20대 경종과 계비 선의왕후 어씨의 능으로 구

성되어 있다. 한편 1724년 능침이 조영된 이래 1962

년에 국가정보원(당시 중앙정보부)이 자리 잡았고, 

1972년에는 정자각의 전면으로 면적 2844m2(약 860

평)의 인공연못이 조성됨에 따라 참도, 홍살문, 금천

교가 훼손되었다. 1995년 9월에 중앙정보부의 새로운 

통합신청사가 내곡동에 준공되면서, 동년 11월 부지

에 대한 1차 반환이 이루어졌고, 2006년까지 총 5차

에 걸쳐 반환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능역을 찾게 되었

다. 특히 2003년 발굴조사 및 능역 복원 공사를 통하

여 참도, 홍살문, 금천교의 복원이 이루어졌다. 그러

나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일부 부지 및 건물들은 한국

예술종합학교 및 국가전략연구소로 관리위임 되어있

다(<표 1>, <그림 1~3> 참조).

본 연구를 위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로 구

분하여 이루어졌으며, 문헌조사의 경우 의릉의 업무

현황자료, 수목관리대장, 관련 논문 등 각종 문헌자

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이의 결과는 의릉 일원

의 조영실제, 물리적 구성형식에 대한 해석의 자료로

서 활용되었다. 한편 현지조사는 2009년 11월 16일부

터 12월 9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현지조사에서는 입지, 

배치형식, 공간구성요소 등의 현황을 사진촬영, 관찰, 

능원의 관리자와의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파악하였

다. 분석방법은 입지성의 경우, 능원의 지형조건과 주

변 경관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공간구성의 경우 능

역의 배치형식을 중심으로, 공간구성요소는 능침, 건

조물, 점경물, 식생 등으로 구분, 조사·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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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 

【 그림 1 】 【 그림 3 】 

【 그림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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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릉 조영은 경종대왕이 경종 4년 창경궁 환취정

에서 승하 한 후 영조즉위년(1724) 묘호를 경종, 능

호를 의릉이라 하였으며, 이해 12월 16일 양주 남 중

량포의 천장산( ) 신좌인향(  : 남서에

서 북동향) 언덕에 예장하였다.04 한편 경종대왕 계

비 선의왕후 어씨는 영조 6년(1730) 경희궁 어조당에

서 소생 없이 승하하였으며, 이해 7월 6일 시호를 선

의( )라 하였으며, 10월 19일 천장산 신좌인향 산

줄기 경종릉( ) 아래에 예장하였다. 이에 의릉

은 동원상하이봉릉으로여주 효종의 영릉( ) 제도

를 모방하여 상하혈( )로 조성하였다.05 

의릉은 천장산을 주산으로 하고 있으며, 천장산 주

봉에서 북동방향으로 내려오는 능선 허리 해발 28.6m

에 위치하며 정자각, 비각, 홍살문이 배치되어 있는 능 

아래 구역은 해발 약 18 23m 범위에 해당한다. 주산

인 천장산은 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펼친 병풍같이 

맥을 형성하고 있는데 좌청룡에 해당되는 맥은 북쪽에

서 동쪽으로 위요하는 형상이며, 우백호에 해당되는 

또 다른 맥은 주봉 남쪽에서 동쪽으로 위요하여 능침

을 포용하는 형상으로 마치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

국인 봉소포란형( )의 지형이다.06 한편 의

릉은 당시 궁궐로 사용한 창덕궁으로부터 약 6.4km

에, 도성 사대문 밖 흥인지문( )을 기준하여 

성북구 석관동에 소재한 의릉의 거리를 실측한 결과 약 

5.5km에 위치하고 있어 능역의 입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그림 4 5> 참조). 또한 인근의 북한산(836m), 

도봉산(739.5m), 불암산(507m), 검암산(171.5m), 용마산

(384.6m), 봉화산(160m), 배봉산(108m) 등을 원경으로

서 조망가시권에 두고 있으나(<그림6 7> 참조), 의릉

을 중심으로 문화재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석관동과 이문동지역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예정되

어 있어 주변 경관관리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04
05
06

【 그림 4 】 

【 그림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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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공간구성은 왕과 왕후의 능침이 있는 능침공

간과 기신제 올리는 정자각에서 홍살문까지의 직선 

축을 형성하는 제향공간 및 참배를 위한 진입공간으

로 구분하는바, 홍살문, 정자각, 명등석, 혼유석, 봉

분이 공간 및 시선축을 이룬다. 이에 진입공간은 홍

살문 밖의 공간으로, 금천교와 재실이 해당되며, 제

향공간은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참도-신도, 어

도, 판위가, 능침공간은 사초지 위의 봉분을 중심으

로 석물과 담장 등이 해당된다(이창환 1998). 능침구

역을 살펴보면 3면의 곡장이 둘러진 곳에 동원상하봉

의 대왕 릉과 왕비 릉을 전·후로 배치하였는데, 영

조실록 에 왕후( ) 능은 ‘본 능으로부터 80척(약 

25m, 영조척 1척=31.24cm) 떨어져 있다.’라고 기록

되어 있다.07 실측결과 왕릉과 왕후 릉 기단까지 거

리는 30.6m이고, 난간석과 난간석까지 거리는 29m

이며, 왕릉 명등석에서 왕후 능침까지의 이격 거리가 

약 25m이다. 상계에는 병풍석을 세우지 아니하고 능

침 주위로 12칸의 난간석을 설치하였으며, 난간석주

에는 십이 간지가 방위에 따라 문자로 새겨졌으며, 

난간석 밖으로 양석과 호석 각 2쌍이 외향하여 교호 

배치되었고, 능침 앞에 혼유석이 1좌, 그 양측에 망주

석 1쌍이 있으며, 3면의 곡장이 있다. 중계에는 문석

인 1쌍과 석마 1쌍이 상면 배치되었고, 중앙에 사각

형 명등석이 위치하고 있다. 하계에는 무석인과 석마 

각 1쌍이 문석인의 예와 같이 배치되어 있다. 대왕릉 

아래 왕비릉엔 곡장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난간석, 

석수, 혼유석, 망주석, 명등석, 문석인, 무석인, 석마

의 상설은 대왕릉과 같다. 한편 왕비릉의 사초지 아

래에는 정자각의 좌측으로 예감이 설치되어 있으며, 

반대편에는 산신석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중앙에는 

정자각이 있으며, 남측 참도가 시작되는 곳에는 홍살

문이 있고, 그 밖으로 능침 좌측 북서쪽에서 동남쪽

으로 명당수가 휘어져 흐르는 금천이 있으며 그 위에

【 표 2 】

【 그림 6 】 【 그림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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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강석을 다듬어 평교로 만든 금천교가 위치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림 8> 참조).

능침에서 대왕릉과 왕비릉은 능침 하단에 병풍석

을 설치하고 그 주위로 또다시 난간석을 둘러 이중으

로 보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12칸의 난간석을 설치

하고 있다. 난간석은 난간석주, 죽석, 동자주석으로 

구성되며, 난간 석주에는 십이지신상( ) 

대신 방위를 나타내는 자( ) 축( ) 인( ) 묘( ) 진

( ) 사( ) 오( ) 미( ) 신( ) 유 ( ) 술( ) 해

( )의 12지( ) 문자를 음각해 놓았는데, 이는 

【 그림 11 】 【 그림 12 】 

【 그림 9 】 【 그림 10 】 

【 그림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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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석이 폐지되어 사라지는 영릉( ) 이후 형태이

다(<그림 9~14> 참조).

의릉의 상설에는 곡장 3면, 난간석 12칸, 혼유석 

1좌, 망주석 1쌍, 명등석 1기, 문석인 1쌍, 무석인 1쌍, 

석마 2쌍, 석호 2쌍, 석양 2쌍이 위치하는바, 이는 서

오릉 내에 있는 명릉의 예를 따른 것으로, 단순하면서 

사실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상계에서의 석양과 석호

는 좌우 대칭으로, 봉분을 에워싸고 있는 난간석과 곡

장 사이의 공간에 머리를 바깥으로 향하고 있다. 능침 

전면에는 혼유석이 위치하며, 이를 받치고 있는 고석 

4개에는 귀면이 새겨져 있다. 혼유석의 양쪽으로 배

치된 망주석은 위를 향해 기어오르는 모습을 한 세호

를 비롯해 전체적인 형태에서 명릉의 망주석 양식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중계에는 숙종 대 이후 나타나

기 시작하는 사각형 형태의 명등석은 이전에 비해 한

결 간략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을 준다. 하계에는 무석

인과 이들이 대동한 석마를 배열하는데, 갑주( )

를 걸치고 장검을 두 손으로 짚고 있는 무인이 좌우로 

마주보고 있다. 특기사항으로는 문석인과 무석인을 1

쌍씩 배치하고 있는 것이 전기의 왕릉들과는 다른 점

이다. 정자각 북서쪽에는 산릉 제례를 마친 후 축관이 

축문을 불사르고 재를 묻는 예감이 위치하고, 정자각 

북서쪽에는 산릉 제례를 마친 후 산신에게 제사를 드

리는 장소인 산신석이 위치한다. 홍살문 앞에는 금천

【 그림 13 】 【 그림 14 】 

【 그림 15 】 【 그림 16 】 

08

09 』



221 Choi, Jong Hee    

교와 금천이 위치하는 바, 이는 의릉산릉도감의궤

등의 자료08를 근거로 2005년 의릉 능제 복원공사 시 

복원한 것이다(<그림 16~18, 23> 참조).09

정자각10은 정전( )11과 배위청( )12으로 

구분되며, 정자각 좌우로 각 1칸의 익칸이 붙어 정면 5

칸, 측면 5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3, 내부에는 신좌(

), 제상( ), 향상( ), 촛대상( ), 축상(

)이 설치되어 있다. 월대 양쪽으로는 서계( ),신

계( ), 동계( )의 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정

자각의 출입문은 정면에 3개 배면에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정면 중앙과 배면의 출입문이 신이 출입하는 

통로이고, 정자각 정면에 양쪽에 있는 2개의 출입은 

동서 협문으로 제향 때 제관은 우측 동협문으로 들어

가서 나올 때는 좌측 서협문으로 나오는 동서입출(

)의 동선을 고려하였다. 제향은 전주이씨 대동

종약원 의혜릉봉향회( )가 주관하여 해

마다 10월 둘째 일요일에 거행하고 있다(<그림 19>, 

<표 3> 참조).

표석을 보호하는 비각은 정자각 북서쪽에 위치하

며, 정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의 형태로 되어 있

다. 비 전면은 전서( )로 “조선국 경종대왕의릉 선

의왕후 부”(    )라고 

썼고 음기( )는 “경종덕문익무순인선효대왕 숭정

기원후육십일년무진시월(

)이십팔일탄생경자

즉위갑신팔월이십오일승하십이월십육(

)일장우

양주남중량포천장산신좌지원재위사년수삼십칠(

) 

계비경순효인혜목선의왕후어씨을유시월이십구일탄

생무술(

) 책세자빈경자진봉 왕비경술유월

이십구일승하시월십구일부장재하수이십육(

 

【 그림 17 】 【 그림 18 】 

10

1 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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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해서( )로 쓰여져 있다(<그

림 20> 참조).

수복방과 수라간은 현재 소실되었으며, 문헌기록14

으로는 수복방은 정자각의 좌측 12보(약 14m)에 있었

고 수라간은 정자각의 우측 13보(약 15.3m)에 위치하

며, 각기 정면 3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에 홑처마의 

건물로 되어 있다. 

능의 정문 격에 해당되는 장소로, 홍문( ) 또

는 신문( )이라고 하며, 붉은 기둥을 양쪽으로 세

우고 기둥 상부에는 가로 살 2개를 기둥과 연결시키

고 8개의 살을 박아 놓았으면 중앙의 삼지창 살을 높

게 세워 ‘ ’ 형태를 하며 삼태극의 문양을 그려 넣었

다. 현재 홍살문의 위치는 정자각 월대로부터 약 55m 

떨어진 지점으로 2003년 의릉 유구발굴 시 홍살문 기

초부 확인결과, 원 위치가 아니고 이설된 것이 확인

되어 정자각 방향으로 약 35m 정도를 당겨 이설한 것

이다. 홍살문의 초석은 하나의 석재로 이루어졌는데 

정사각형의 네 귀 모서리부분을 깎아서 정팔각형을 

만들고 그 상부 정중앙에 기둥을 얹었으며, 기둥의 

바깥쪽에서 초석의 상부 끝선까지는 둥근 곡선형으로 

정다듬 하였다(<그림 21 23 24> 참조).

【 그림 19 】 

【 그림 21 】 

【 그림 20 】 

【 그림 22 】 

14
1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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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3 】 

【 그림 25 】 

【 그림 27 】 

【 그림 24 】 

【 그림 26 】 



224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01, 2010

재실의 경우 1973년 영원( )15으로 이건되어 

영원의 재실로 사용되고 있으며16, 현 재실 터는 서울 

국악예술고등학교 교사부지로 사용되다가 현재는 한

화제약(주) 본사 사옥과 일반주택단지로 사용되고 있

다(<그림 25~27> 참조).

연지는 멸실된 상태이며, 정조 12년(1778) 유의양

이 편찬한 『춘관통고』에 의하면 의릉 연지는 재실 남

쪽 100보(118m)에 위치하며, 길이가 140척(43.4m)이

고 너비가 89척(27.59m)의 방형 연지이 있었다고 기

록되어 있다17. 당시 의릉 연지 터로 추정되는 지역은 

현재 일반 주택가로 변해 있다(<그림 28 29> 참조).

【 표 3 】

16 』

17



225 Choi, Jong Hee    

18

의릉 일원에는 낙엽활엽수와 상록침엽 및 낙엽침엽

수의 혼효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18, 대표적인 수종으

로 소나무와 갈참나무느티나무, 은행나무, 팥배나무, 

때죽나무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1962~1995년까

지 중앙정보부 청사가 의릉 내에 들어서 있을 때 건

물 주변 조경목적을 위해 조경수와 조경석이 반입되

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빈도리(Deutzia crenata), 황철쭉

(Rhododendron japonicum) 등 외래식물의 조경수와 조

림수종이 도입되었다(<그림 30~32> 참조)19. 

【 그림 28 】 【 그림 29 】 

Imsang
Meters

Bnd

N
200 2000 400 600

【 그림 30 】 【 그림 32 】 

【 그림 31 】 



226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01, 2010

의릉의 주산인 천장산 정상에서 능침 후면까지

의 수목은 원래의 수림으로 보존되어 있어 당시 수

종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주요 수종은 소나무

(Pinus densiflora), 갈참나무(Quercus aliena), 상수리나

무(Quercus acutissima ), 팥배나무(Sorbus alnifolia ), 때

죽나무(Sorbus alnifolia ), 오리나무(Alnus japonica ), 산

벚나무(Prunus sargentii ), 자작나무(Betula platyphylla 

var. japonica ), 서어나무(Carpinus laxiflora ), 밤나

무(Castanea crenata var.dulcis ), 생강나무(Lindern 

obtusiloba), 진달래(Rhododendron mucronulatum), 국

수나무(Stephanandra incisa ), 붉나무(Rhus chinensis ), 

개암나무(Corylus heterophylla var. thunbergii ), 싸리

나무(Lespedeza bicolor )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능

상 주변은 왕릉의 배경 숲을 이루는 소나무 군락

과 잣나무(Pinus koraiensis ),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 느티나무(Zelkova serrata ), 다릅나무(Maackia 

amurensis ), 보리수나무(Elaeagnus umbellata ), 단풍나

무(Acer palmatum ), 산수유(Cornus officinalis ) 등이 분

포하고 있다. 능하지역은 전나무(Abies holophylla), 주

목(Taxus cuspidata ), 감나무(Diospyros kaki ), 살구나무

(Diospyros kaki ), 모과나무(Chaenomeles sinensis ), 은

행나무(Gingko biloba ), 자귀나무(Albizzia julibrissin ), 

능수벚나무(Prunus leveilleana var. pendula ), 섬잣나무

(Pinus parviflora), 복자기나무(Acer triflorum), 두충나무

(Eucommia ulmoides oliver ), 자두나무(Prunus salicina ), 

매실나무(Prunus mume ), 참죽나무(Cedrela sinensis ), 

대추나무(Zizyphus jujuba var. inermis),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등 64종이 분포하고 있다(<표 4> 참조). 

【 표 4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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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릉은 천장산을 주산으로, 도심 중심지로부터 

약 8  범위에 위치하며, 주변 환경으로는 중랑천

과 봉화산, 배봉산 등의 자연경관이 연접하고 있으

며, 또한 천장산 정상에서는 북한산, 도봉산, 불암

산, 검암산, 용마산, 불암산, 봉화산, 배봉산 등을 경

관가시권 내에 두고 있다. 한편 능역 내에서는 능

의 좌청룡과 우백호에 해당되는 중앙정보부 건물과 

178,498m2(53,995평)의 부지가 1996년부터 한국예

술종합학교가 사용하고 있는데, 2012년 사용허가 기

간이 만료되면 부지 내 건물은 철거할 계획이다. 이

미 2009년에 의릉 좌청룡 쪽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였

고, 현재는 훼손된 원 지형과 경관을 복원을 위한 사

업이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인근의 석관 3구역 주택재

개발 정비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경관가시성 

측면에서 이문동 대림아파트와 코오롱아파트는 안산

에 해당되는 봉화산의 경관을 차단하고 있는 바, 향

후 주택가로 둘러싸인 지리적 특성과 노후 건물이 많

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의릉 일원은 개발압력이 증

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역사경관 변화는 불

가피할 것으로 판단됨에 해당 지자체와 함께 이에 대

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릉은 왕후 능을 왕릉아래의 배치하는 전·후 상

설제도를 보여주는 동원상하봉의 쌍릉으로 조영한 것

이 특징으로, 여주의 효종의 영릉과 비교한다면, 의

릉은 지세에 따라 왕과 왕후의 능침이 직선으로 배치

했고, 영릉은 왕과 왕후의 능침이 우측으로 틀어진 

곡선 형태로 배치하였다. 또한 상설 배치의 경우 상

계, 중계, 하계로 구분하여 볼 때, 특이사항으로는 난

간석과 동자석주에는 연꽃문양과 12간지 문자가 새

겨져 있는데, 난간석 석수는 피지 않은 연꽃 봉우리

를 봉우리 아래는 앙련( )과 복련( )을 새겨 넣

었으며, 사이에 원주( )를 새겼다.20 또한 사찰 일

주문과 본당 사이에 천왕문을 세우고 사천왕 형상을 

존치하여 불법과 불법에 귀의하는 사람들을 수호하

는 호법신의 상징적인 의미와 같이 조선왕릉 역시 능

침을 중심으로 십이지신상 또는 십이지 문자, 석수 

등 상설을 배치하여 왕릉을 수호하는 것은 불교의 상

징적 의미와 세계관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하

계에는 무석인, 석마를 배치하였는데, 특히 하계에 

배치한 무석인 뒤 짐승 꼬리가 달린 갑옷 무늬가 특

이하다. 의릉의 상설은 명릉의 예를 따라 규모가 작

고 검소하며, 간략한 후릉( )의 제도를 따르고 있

는 바, 실제 선릉의 석물과 의릉 석물과의 크기 비례

를 조사한 결과 선릉의 명등석과 문석인과 무석인은 

약 1.7~1.8배, 망주석은 약 1.28~1.3배 축소 제작

하여 간소하게 석물을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수복방과 수라간은 소실되어 현재는 남아 있지 않

으나 정조 12년(1788) 유의양( )이 쓴 춘관통

고에 의하면, 수복방과 수라간이 전면 3칸 측면 1칸

의 건물이 정자각 좌우에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

며, 홍살문 앞 금천교와 어구는 멸실되었던 것을 고

문헌자료를 근거로 2005년 의릉 능제 복원공사 시 복

원한 것이며 홍살문은 2003년 기초발굴조사 과정에

서 원 위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정자각 앞쪽으로 

약 35m가량 이설하여 원 위치에 배치한 것이다(<표 

5 6> 참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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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에서 정자각은 능침을 조성하는 시대별로 형

태와 규모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왕릉의 

경우 정자각은 월대를 쌓고 정면 3칸에 측면 4칸, 맞

배지붕의 건축구조로 조성하나, 조선 제 1대 태조~

제 25대 철종대까지 조영한 왕릉 중 인조 15년(1637) 

병자호란이 끝나고 그 이후인 1680년~1730년대 사이 

숙종과 영조대에 조성한 익릉( ), 숭릉( ), 휘

릉( ), 의릉( )의 정자각은 정전 좌우측에 각

각의 익칸이 붙은 정면 5칸, 측면 5칸 구조의 특징을 

【 표 6 】

【 표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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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 특히 숭릉의 정자각은 맞배지붕이 아닌 팔

작지붕의 구조를 가지며, 의릉 이후로는 익칸을 가진 

정자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로 익릉, 숭릉, 휘릉, 

의릉 등 4기 능과 대한제국시기 조영한 홍·유릉을 

제외 모든 조선시대 왕릉의 정자각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맞배지붕이거나 배위청이 3칸인 광릉( ), 

희릉( ), 태릉( ), 효릉( ), 강릉( ), 영

릉( ), 녕릉( ), 예릉( )의 정자각은 정면 3

칸, 측면 5칸의 맞배지붕의 구조로 조성하였다(<표 

7>, <그림 33 34> 참조). 한편 재실터는 1968년 촬

영한 항공사진에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재실

은 1970년 국악예술학교 교사를 신축하면서 재실 터

의 흔적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후 1992년까지 국악예

술고등학교 교사로 사용되다가 1993년부터 한화제약

(주)에서 건물을 인수,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조 12년(1778) 유의양이 편찬한 『춘관통고』에 

의하면 연지는 재실 남쪽 100보(118m)에 위치하며, 

길이가 140척(43.4m)이고 너비가 89척(27.59m)의 방

형 연못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련문헌 기록의 

거리 환산에 의한 연지 터를 추정해 보면 재실 터가 

있던 한화제약(주) 본사사옥에서 남쪽 약 118m 지점

되며 지금은 주택가로 변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 261-

123번지 일대와 의릉관리소 건물 옆 한국예술종합학

교 영재교육원이 있는 위치가 연지 터로 추정할 수 

있다.

【 표 7 】

【 그림 33 】 【 그림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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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릉일원이 도입수종들에 의해 식생천이가 나타

나기 시작한 시점은 대략 1962~1995년까지로 중앙

정보부 청사를 짓고 건물 주변의 수경을 위해 조경수

와 조경석 등이 반입되어, 빈도리(Deutzia crenata), 황

철쭉(Rhododendron japonicum ) 등을 발견할 수 있으

며, 한국예술종합교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주변지

역에서는 아까시나무(Robinia  pseudoacacia), 리기다소

나무(Pinus rigida), 테에다소나무(Pinus taeda), 방크스

소나무(Pinusbanksiana ), 독일가문비나무(Picea abies ), 

스트로브잣나무(Pinus strobus ), 일본 목련(Magnolia 

obovata), 플라타너스(Platanus. occidentalis) 등의 도입

수종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전통 경관을 회복하

기 위한 대체 식재로는 천장산 정상부에서 능침 후면

에 분포하고 산림 내에 있는 전통 수종들을 혼식하

는 방법을 제언하며, 1997년부터 수종갱신사업 일환

으로 도입수종인 아까시나무 등을 벌채하고 소나무 

등 전통수종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또한 2003~2005

년에는 능제 복원공사를 추진하여 능침 우측에 중앙

정보부가 설치한 체육시설을 철거한 후 지형을 복원

하고, 소나무 200여 주를 식재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과거 중앙정보부에서 조경수로 식재해 놓

았던 회양목, 명자나무 등 인위적으로 수형을 다듬어 

놓은 반구형 수목과 능역에 분홍색의 꽃을 피는 배롱

나무 등 왕릉에 어울리지 않은 수종들에 대해서는 전

통 경관 회복 차원의 식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그림 35~40> 참조).

【 그림 37 】 

【 그림 35 】 

【 그림 38 】 

【 그림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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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9 】 【 그림 40 】 

본 고는 조선 시대 풍수, 음양, 길상, 불교, 유교

사상 및 터의 장소성 및 왕릉조영기법을 유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점유하고 있는 의릉의 입지와 공간구

성특성을 구명한 것으로 집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지는 당시 궁궐로 사용한 창덕궁으로부터 

약 6.4km, 도성 사대문 밖 흥인지문을 기준으로 의릉

까지의 거리는 약 5.5km로 보아 조선시대 능원묘제

에 따른 거리기준(40km)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파

악할 수 있었다.

둘째, 공간배치는 능의 공간구성에 따라 능상구역

과 능하구역을 상징적 의미로서 공간을 해석하고 공

간의 구성과 용도에 따라 진입공간, 제향공간, 능침

공간으로 구분하는바, 홍살문, 정자각, 명등석, 혼유

석, 봉분이 공간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진입공간

은 홍살문 밖의 공간으로, 금천교와 재실이 해당되

며, 제향공간은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참도, 판위

가 해당되며, 능침공간은 동원상하이봉릉 인 대왕릉

과 왕비릉, 곡장, 석물 등이 이에 해당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셋째, 공간구성요소에는 석물의 경우 대왕릉은 능

침을 중심으로 외향하여 교호 배치되는 석양과 석호, 

혼유석, 망주석을 배치하여 상계를 이루며, 중계에는 

문석인, 석마, 명등석이 위치하며, 하계에는 무석인

과 석마가 배치되어 있다. 대왕릉 아래 왕비릉엔 곡

장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고, 석수, 혼유석, 망주석, 명

등석, 문석인, 무석인, 마석의 상설은 대왕릉과 같다. 

건조물의 경우 기본 예제 정침 3칸에 배위청 2칸으로 

조성된 조선시대 전반의 것과 달리  좌우로 각 1칸의 

익칸이 붙어 정면 5칸, 측면 5칸, 정전의 중앙 어칸에

서 전면으로 3칸의 배위청이 밖으로 나온 구조를 하

고 있는 이익공의 겹처마 맞배지붕으로 조성되었으

며, 참도는 신도와 어도 2도로 조성되어 있으며, 홍살

문의 안쪽의 참도가 시작되는 우측에 판위가 설치되

어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넷째, 수공간인 연지와 재실은 멸실되고 없으나 

관련 고증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그 위치, 규모, 형태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식생의 경우 능상 주변은 

소나무 군락이, 능하구역은 소나무, 느티나무, 전나

무, 잣나무, 오리나무, 단풍나무, 주목, 감나무 등 64

종이 분포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고는 2009년 6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의릉의 

능역 내에 위치한 구, 중앙정보부건물 철거와 훼손된 

지형을 복원하는 사회적 환경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의릉의 능제복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문

헌조사와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의릉 일원의 입지, 공간

구성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향후 의릉 일원의 경관가시

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관보전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232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01, 2010

·김상협, 2007, 「조선 왕릉 석실 및 능상구조의 변천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공학박사학위 논문.

·김성복, 1992, 「조선시대 문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원 조형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영빈, 1990, 「풍수사상에서 본 조선왕릉원묘 조성기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연구논문집 8, pp. 26–30.

·김은선, 2006, 「조선후기 왕릉석인 조각 연구」 『미술사학 연구』 249호.

· 김흥년·심우경·최종희, 2007, 「홍유릉, 洪裕陵, 일원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5(3), pp. 92–104.

·김흥년, 2009, 「조선왕릉 연지의 입지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목을수, 1988, 『고려, 조선 능지』, 문헌당.

·문화재청, 2004, 『의릉 복원정비지역 발굴조사 보고서』.

·문화재청, 2006, 『조선시대의 왕릉과 원』.

·문화재청, 2007, 『조선왕릉 시설물 종합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문화재청, 2008, 의릉 능제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문화재연구소, 2009, 『조선왕릉종합학술보고서』.

· 박동석·엄태건·표기만·이한영·최종희, 2008, 「태(泰), 강릉(康陵) 일원의 입지와 공간구성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 학회지』 

26(2), pp. 61–69.

·배윤수, 1983, 「조선시대 왕릉 석수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선원보감』, 1931.

·심우경·김송아·경민·최종희, 2007, 「융건릉 일원의 입지와 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5(4), pp. 65–75.

·유영교, 1976, 「조선왕조 후기 왕릉의 석인·석수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용, 1992, 『문화유산 왕릉』, 한국문원 편집실.

·이경재, 1990, 「왕릉식생경관 구조 및 관리 대책에 관한 연구 2」 『한국조경학회지』 17(3), pp. 35–47.

·이영, 1992, 「조선시대 왕릉능역의 건축과 배치형식 연구」, 서울대학교 공학박사학위 논문.

·이진희, 1997, 「조선전기 능묘석물의 배치와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2), pp. 1–20.

·이찬우, 1985, 「조선시대의 문무인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창환, 1998, 「조선시대 능역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호일, 1995, 『문화유산 왕릉』, 한국문원.

·이호일, 2003, 『조선의 왕릉』, 가람기획.

·『의릉산릉도감의궤』, 1724.

·장영훈, 2000,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대원미디어.

·조송래, 2006, 「조선 왕릉 금천교에 관한 연구」, 우송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춘관통고』, 1788.

·황종찬, 1996, 『新 풍수지리입문』, 좋은글.



233 Choi, Jong Hee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http://yeonswasa.com



234MUN HWA JAE   Annual Review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3, No. 01, 2010

A Study on the Location and Spatial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Tombs Uireung

Choi, Jong Heea Kim, Heung Nyeonb Lee Won Hoc Eom, Tae Geond

a Division of Environmental Design & Urban Horticultural Science, Paichai University
b Uireung Management Offic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 Heritage Promotion Bureau,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d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Ecological Engineering, Graduate School, Korea University

Received : 19 January 2010 Revised : 12 February 2010 Accepted : 15 March 201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and the spatial composition 

of Uireung that is located in Seokgwan-dong, Seongbuk-gu, Seoul, in order to understand the landscap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Uireung is 6.4km from Changdeokgung Palace 

and 5.5km from Heunginjimun Gate. It did not violate the distance standard (40km) for the royal tombs 

according to Joseon Dynasty Neung-won Myo-je. Second, Uireung is in harmony with the nature and shows 

the authoritative characteristics of the royal authority through the spatial composition and rank(Entrance 

Area, Ceremonial Area, Burial Area). Third, there are burial mound, stone sheep, stone tiger, stone table, 

stone watch pillars in the upper platform, and stone civil official, stone horse, stone lantern in the middle 

platform, and stone military official, stone horse in the lower platform, and T-shape shrine, worship road 

in the ceremonial area. There is no pond and a tomb keeper residence, but the position, size, and form can 

be approximated through historical research materials. There are a colony of pine trees around the burial 

mound and 64 species of trees such as pine tree, zelcova tree, and fir tree below the burial mound.

Key Words : King Gyeongjong, Queen Seonui, Seokgwan-dong, Yeonhwasa, Cheonjangs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