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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 조선왕릉은 일제강점기와 1960~70년대 실시된 성역화 사업을 거치며 그 원형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가 많다. 2009년,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전후로 능제 복원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주로 능제 복원을 위한 건축, 석조미
술, 입지 및 공간 구성 등의 건축학, 미술사학, 조경학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
다.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복원을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한 원형 고증(고고학적 연구성과)
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본 글에서는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유적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조선왕릉 연지 발
굴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고문헌의 기록과 현
존하고 있는 연지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고, 기왕에 발굴조사된 화성 만년제 유적과 구리
동구릉(숭릉) 연지의 성과를 정리해보고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연지의 원위치와 형태,
벽석 구성방식 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능제 복원설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옛 물길(수계)를 추정 연구(고지도 / 舊 지형
도및 지적도 / 과거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와 연지의 자연과학적분석 연구(퇴
적환경 및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고,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의
기존 방법(토층조사, 트렌치조사 및 전면 발굴(노출)조사 등) 외에 사전(문헌)조사, 현장조
사, 자연과학적 분석,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콘텐츠 마련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향후 지속될 조선왕릉 정비사업에 앞서 적극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원형 고증의 기초
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더 발전된 능
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주제어 :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 고문헌, 자연과학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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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은 우리나라에 소재한 40기의 조선시대
왕릉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국가통치 이념인 유교와 그 예법에 근거하여 시대
별로 변하는 사상과 정치사를 반영하고, 다양한 공간의 크기, 문인과 무인 공간의 구분,
석물의 배치, 기타 시설물의 배치 등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뛰어난 문화유산에 속
1)

한다 .
조선왕릉은 일제강점기와 1960~70년대 실시된 성역화 사업을 거치며 그 원형이 훼손
되거나 멸실된 경우가 많다. 세계유산으로 선정된 전후로 능제 복원사업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주로 건축, 석조미술, 입지 및 공간 구성 등의
건축학, 미술사학, 조경학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다.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복
원을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한 원형 고증(고고학적 연구성과)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본 글에서는 ‘사적 제195호(1970년 5월 27일 지정),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유적
종합정비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발굴조사를 중심으로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고문헌의 기록과 현존하고 있는 연지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
고, 기왕에 발굴조사된 화성 만년제 유적과 구리 동구릉(숭릉) 연지의 성과를 정리해보
고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연지의 원위치와 형태, 벽석 구성방식 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또한, 능제 복원설계의 기초자료로 사용된 옛 물길(수계)를 추정 연구(고지도 / 舊 지형
도 및 지적도 / 과거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와 연지의 자연과학적분석 연구
(퇴적환경 및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의 기존 방법(토층조사, 트렌치조사 및 전면 발굴(노
출)조사 등) 외에 사전(문헌)조사, 현장조사, 자연과학적 분석,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콘
텐츠 마련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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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조선왕릉 연지 문헌기록 및 현황
1. 조선왕릉 연지 문헌기록
조선왕릉의 공간구성 중 연지는 진입 공간(산 자의 공간)에 해당한다. 김흥년(2009: 70)에
의하면 연지의 기능은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풍수지리적으로 좌청룡, 우
백호 산줄기 끝자락으로 좌우 양쪽의 산줄기를 따라 흘러내려오는 수계가 합수되는 수구에
조성하였고, 이는 능역 전면이 넓고 허한 경우에 능역의 위요적인 측면을 고려한 풍수적 비
보차원에서 입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능원위토답에 용수공급과 방화수확보 등 수계관리를 위한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
으며 연지 주변에 정자와 소단을 만들어 놓고 능 참배 시 참배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
용되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2)

고문헌에 연지가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릉은 20릉, 21개소로 확인된다 . 이 중, 건원릉(健
元陵), 정릉(貞陵), 장릉(莊陵), 경릉(敬陵), 선릉(宣陵), 정릉(靖陵), 희릉(禧陵), 태릉(泰陵),
강릉(康陵), 장릉(長陵), 익릉(翼陵), 의릉(懿陵), 영릉(寧陵)의 연지는 멸실되거나 매몰된 것
으로 파악된다(<표 1> 참조).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寧陵) 유적의 연지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영릉(英陵) 연지는 『춘관통고』에 따르면, “蓮池二, 一在紅箭門南八十六步長四十五步廣
二十九步, 一在齋室東南十三步長十二步廣十一步” [연지는 2곳, 하나는 홍전문 남쪽 86보(약
102m) 거리에 있는데, 길이는 45보(약 53m), 폭은 29보(약 34m)이다. 하나는 재실 동남쪽 13
보(약 24m) 거리에 있는데, 길이는 12보(약 14m)이고 폭은 11보(약 13m)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이 확인된 연지는 전자에 해당한다.
영릉(寧陵) 연지는 『춘관통고(春官通考)』에 따르면 “蓮池, 在火巢內東南距齋室百步長
二十二步 廣十六步” [영릉(英陵)의 연지는 화소 안 동남쪽에 있으며, 재실과의 거리는 100보
(약 119m) 거리에 있으며, 길이 22보(약 26m), 넓이 16보(약 19m)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표 1> 고문헌에 기록된 조선왕릉 연지
연번

능호(묘호)

위치

규모

현존 여부

1

태조 건원릉(1대)

동구릉 밖

길이 70척 너비 52척

연지 터 ○

2

태조 비 신덕왕후 정릉(1대)

재실 동남쪽

길이 20척 너비 10척

X

2) 『춘관통고(春官通考)』, 『능지(陵誌)』, 『선원보감(璿源寶鑑)』, 『영릉보토등록(英陵補土所謄錄)』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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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능호(묘호)

위치

규모

현존 여부

3

세종, 소헌왕후 영릉(4대)

홍전문 남쪽 86보
재실 동남쪽 13보

길이 45보 너비 29보
길이 12보 너비 11보

내연지 ○
외연지 X

4

단종 장릉(6대)

재실 남쪽

길이 24보 너비 16보

○

5

세조, 정희왕후 광릉(7대)

소지(小識)라 서술

6

성종, 정현왕후 선릉(9대)

재실 서쪽 14보

길이 30보 너비 20보

X

7

중종 정릉(11대)

정자각 동쪽 350보

길이 62보 너비 40보

X

8

중종 1계비 장경왕후 희릉(11대)

재실 남쪽 612보

길이 200보 너비 120보

○(추정)

9

문정왕후 태릉(11대)

홍전문 남쪽 210보

10

인종, 인선왕후 효릉(12대)

재실 남쪽

길이 40보 너비 30보

○

11

명종, 인순왕후 강릉(13대)

재실 동쪽 380보

길이 57보 너비 41보

X

12

인조, 인열왕후 장릉(16대)

재실 서쪽 100보

길이 75보 너비 75보

X

13

효종, 인선왕후 영릉(17대)

재실 동남쪽 100보

길이 22보 너비 16보

X

14

현종, 명성왕후 숭릉(18대)

재실 북동편

길이 310척 너비 300척

○

15

숙종 비 인경왕후 익릉(19대)

홍전문 우측

길이 68척 너비 62척

X

16

경종, 선의왕후 경릉(20대)

재실 남쪽 100보

길이 140척 너비 89척

X

17

고종, 명성왕후 홍릉(27대)

∙

∙

○

18

덕종, 소혜왕후 경릉(추존)

왕릉 앞 수구

길이 100보, 너비 70보

○

19

원종, 인헌왕후 장릉(추존)

금천교 남쪽

길이 63보, 너비 40보

○

20

장조, 헌경왕후 융건릉(추존)

∙

∙

○

○

X

2. 현존하는 조선왕릉 연지 현황
현존하고 있는 조선왕릉 연지는 이상필(2015: 47-65)에 의하면, 건원릉(健元陵) 1개, 영
릉(英陵) 1개, 장릉(莊陵) 2개, 광릉(光陵) 2개, 효릉(孝陵) 1개, 장릉(章陵) 1개, 융릉(隆陵)
1개, 홍릉(洪陵) 2개, 건릉(健陵) 1개 등 9릉에 12개소가 남아있다. 형태에 따라 분류하
면, 방지원도형(方池圓島形) 4개, 방지형(方池形) 3개, 사다리꼴원도형 1개, 곡수형(曲池)
1개, 타원형(楕圓形) 1개, 원지원도형(圓池圓島形) 1개, 원형(圓形) 1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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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지의 호안석축은 대부분 석축이며, 이 가운데 영릉, 융릉, 홍릉은 장대석으로 축조되
었다. 건릉의 경우는 토축 형태로 확인되나 일부 장대석이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석축으
로 조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표 2>, <그림 1~12> 참조).
<표 2> 조선왕릉 연지 현존 현황
연번

능호 묘호

문헌 기록 위치

잔존규모 · 형태

특징

1

건원릉(健元陵)

재실동북편

길이 81ｍ, 너비 61ｍ,
방지원도형

연지 터만 확인

2

영릉(英陵)

홍전문 남쪽 86보

가로 37m, 세로 34m,
방지형

장대석 호안

길이 65ｍ, 너비 19ｍ,
방지형
3

장릉(莊陵)

연지 2개소
명칭 경액지

장축 150ｍ, 너비 120ｍ,
곡수형
길이 30ｍ, 너비 10ｍ,
방지반원도형

자연석 호안
입수부 암거형
출수부 자연석 축조

4

광릉(光陵)

연지 2개소
소지(小池)라 서술

5

효릉(孝陵)

재실 남측편

길이 46ｍ, 너비 28ｍ,
원도 직경 11ｍ,
방지원도형

토축형태

6

장릉(章陵)

금천교 남쪽

남쪽 68ｍ, 북쪽 63ｍ,
서쪽 39ｍ, 동쪽 46ｍ,
사다리꼴원도형

토축형태
출수구는 3군데의 암거수로관

7

융릉(隆陵))

명칭 곤신지

직경 18ｍ, 둘레 56ｍ,
원형

치석된 장대석 축조
입수구 서측에 위치
출수구 반원형 형상

길이 7.5ｍ, 너비 6.5ｍ,
방지형

직경 52ｍ, 원도 직경 17ｍ,
원지원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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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호안

8

홍릉(洪陵)

연지 2개소

9

건릉(健陵)

명칭 천년지
남측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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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변 10ｍ, 단변 5ｍ,
타원형
길이 18ｍ, 너비 12ｍ,
원도 직경 3ｍ,
방지원도형

원지원도형은 각석으로 축조,
원도는 하부를 각석으로 축조,
상단은 장대석 이용
타원형은 장대석 축조

토축형태,
일부 장대석 잔존

<그림 1> 건원릉(健元陵) 연지터 전경
(이상필 2015: 59)

<그림 2> 영릉(英陵) 방지형 연지 전경
(2018년 촬영)

<그림 3> 장릉(莊陵) 방지형 연지 전경
(김흥년 2009: 49)

<그림 4> 장릉(莊陵) 곡수형 연지 전경
(김흥년 2009: 49)

<그림 5> 광릉(光陵) 방지반원도형 연지 전경
(김흥년 2009: 50)

<그림 6> 광릉(光陵) 방지형 연지 전경
(김흥년 200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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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효릉(孝陵) 방지원도형 연지 전경
(이상필 2015: 56)

<그림 8> 장릉(章陵) 사다리꼴원도형 연지 전경
(고승관 2011: 39)

<그림 9> 융릉(隆陵) 곤신지(원형) 전경
(이상필 2015: 61)

<그림 10> 홍릉(洪陵) 원지원도형 연지 전경
(이상필 2015: 65)

<그림 11> 홍릉(洪陵) 타원형 연지 전경
(이상필 2015: 65)

<그림 12> 건릉(健陵) 천년지(방지원도형) 전경
(이상필 201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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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 내용
1. 발굴조사 성과 검토
조선왕릉의 연지에 관한 발굴조사는 2007~2016년 융·건릉과 관련이 있는 화성 만년
제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3~2015년 구리 동구릉(숭릉) 연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2017~2018년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寧陵) 유적 연지 발굴조사까지 총 4건의 발굴조사가 실
시되었다.
먼저 화성 만년제 발굴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헌기록(『일성록(日省錄)』)의 제원 및 구
조와 일치하는 괴성(魁星)이 발굴되었고, 하수문지의 위치와 규모, 서쪽 제방 내 은구(隱溝)
의 규모와 축조방법을 밝혀냈다. 만년제의 축조연대는 출토유물과 괴성 내부(자연 구지표
면)에서 수습된 말뚝 및 자연목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8세기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년제는 ‘원침(園寢)의 수구(水口)’이면서 ‘물이 모이는 지형에 축조한 저수지(貯水池)’로
현륭원의 형국속에 풍수적 역할과 주변 농토의 물 공급을 위한 수리적 기능을 겸하고 있
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현재 남아있는 사료와 발굴조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만년제
는 융릉(현륭원)의 능역 속에서 해
석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수계
와 수리시설 역시 조선후기 관개시
설을 보여주는 집약체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13> 참조).
다음으로 구리 동구릉(숭릉) 연지
발굴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지
는 두 차례 걸쳐 축조되었고 훼손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확인된다. 연지
조성과정을 총 3단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단계는 연지 조성 전 단계로 화
소라는 토축 구조물이 북쪽에 동서
로 길게 구축되어 있어 자연습지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그림 13> 화성 만년제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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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는 1차 제방이 축조되는 시기로, 석축 제방으로 장대석이나 초석을 대용하여 석축을
쌓고 내부에 토축하는 양상이다. 서쪽 제방의 경우는 전면에 부석을 깔아 지반을 견고하게
하고 있다. 제방 축소시에는 암거형의 입수구와 출수구가 구축되었고 북서쪽의 하천부에는
석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백자, 범자문 막새, 평기와
등이 출토된다.
3단계는 기단석축을 내부로 이동
하면서 상당히 높은 토축제방을 쌓
은 단계이다. 남쪽 암거형수구는
폐쇄되고 개방형 입수구가 본격적
으로 사용된다. 수구3, 석교, 출수
구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유물
은 호안석축 내에서 자기류, 기와
류, 명문와, 막새류, 전돌 등이 출토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17세
기(1674년 경)에 초축된 이래 18세
기 이후 영·정조대를 거치면서 대
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다는 문헌
기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증거를 확보한 성과가 있었다(<그

<그림 14> 구리 동구릉(숭릉) 연지 현황도

림 14> 참조).
여주 영릉(英陵) 연지 구역의 발굴조사 결과, 유구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된다. 1차 연지
(조선시대)는 길이 1m 내외의 대형 장대석을 사용하여 호안석축을 조성하고, 70㎝ 내외의
할석으로 뒷채움을 하여 보강하였다. 잔존된 유구의 형태는 장방형이고, 규모는 길이 40m,
너비 38m 내외이다. 잔존한 규모로 보아 춘관통고 기록과 유사하다. 2차 연지(근·현대)는
50㎝ 내외의 석재를 빗쌓기하여 호안석축을 축조하였고, 별다른 뒷채움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잔존된 유구의 형태는 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34m, 너비 35m 내외이다. 1970년대
현황도(정화사업 이전)의 연지와 호안석축의 방향 및 배수로의 위치 등이 일치한다(<그림
15> 참조).
여주 영릉(寧陵) 연지 구역의 발굴조사 결과, 퇴적양상은 크게 4개 층으로 구분된다. 지표
(복토)층 → 자연퇴적층(폐기후) → 문화층(유구) → 자연퇴적층(폐기전)의 순서이며, 문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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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조선 중·후기 기와편과 백
자편, 유기물(식물유체) 침전층이
조사되었다. 연지의 평면형태는 장
방형으로, 규모는 동-서 31m 내외,
남-북 22m 내외, 깊이는 1.5~1.8m
내외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고, 호안석축·출수시설 등
이 조사되었다. 연지 내 섬은 확인
되지 않았으며, 입수시설은 후대에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6>

<그림 15> 영릉(英陵) 연지 전체 현황도

참조).
문헌조사와 발굴조사 내용을 비
교해보면 춘관통고에 기록된 효종
연지의 규모(길이 22보-27m, 너비
16보-21m)와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유적의 원위치는 분명하나, 일부
구간은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
료된다. 연지 북동측의 현재 배수
로는 정화사업 이후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옛 배수로는 출수시설이
연장되는 연지 남동측에 위치했을

<그림 16> 영릉(寧陵) 연지 전체 현황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 성과를 비교·분석해본 결과, 영릉(寧陵) 연지는 형태적 차이에
서 동구릉(숭릉)의 1차 연지 및 화성 만년제와 차이가 난다. 잔존규모는 영릉(英陵)에 비해
영릉(寧陵) 연지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춘관통고』에 영릉(寧陵) 연지 기록에는 길이 22보
(27ｍ), 너비 16보(21ｍ)이다. 현재의 잔존규모와 유사하나, 개축과 보수과정에서 일부구간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영릉(寧陵)의 서쪽의 호안석축과 동구릉(숭릉)의 동쪽 호안석축은 유사하게 ‘凸’자형 초석
을 사용하였다. 동구릉(숭릉) 연지는 ‘凸’ 자형 초석을 반으로 절개하여 축조하였고, 영릉(寧
陵) 연지의 초석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치석된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곳과 재활용된
석재를 사용한 부분도 확인되었다(<그림 17~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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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영릉(寧陵) 연지 ‘凸’ 자형 호안석축

<그림 18> 영릉(寧陵) 연지 재활용 석재

<그림 19> 동구릉(숭릉) 연지 ‘凸’ 자형 호안석축

<그림 20> 동구릉(숭릉) 연지 재활용 석재

<표 3> 발굴조사된 조선왕릉 연지 현황
연번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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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명

형태

잔존규모(ｍ)

축조방식

시설

사다리꼴

서쪽 37.26ｍ,
동쪽 18.6ｍ,
남쪽 16.15ｍ

기반토 가공＋일부 석렬,
층층이 성토＋경사지게 마감

하수문지,
은구(隱溝)

괴성
원형

하층부 114ｍ,
지대부 116~119ｍ,
상층부 84ｍ

기초지반 절토 ＋12층 석축
＋삼물 보강

-

1차 연지
(사다리꼴)

남쪽 52ｍ, 북쪽 58ｍ,
서쪽 75ｍ, 동쪽 76ｍ

왕릉 부재, 월대초석, 장대석
＋뒤채움
바닥에 박석 설치

입수시설
(암거, 개방형)
출수시설

2차 연지
(방형)

남쪽 47ｍ, 북쪽 50ｍ,
서쪽 69ｍ, 동쪽 69ｍ

잡석＋할석 기초시설
삼각형 쐐기형 석재＋뒤채움

입수시설
(개방형)

원도
(원형)

내측 약 14ｍ,
외측 약 17.7~18ｍ

말목 → 점토 → 사질토
판축다짐
지방석 ＋ 잡석 뒤채움 후,
점질토 토축

-

화성 만년제

동구릉
숭릉
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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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3

4

유적명

영릉(英陵)
연지

영릉(寧陵)
연지

형태

잔존규모(ｍ)

축조방식

시설

1차 연지
(장방형)

길이 40ｍ,
너비 38ｍ내외

장대석＋뒤채움

입수시설
(암거)

2차 연지
(장방형)

길이 34ｍ,
너비 35ｍ 내외

빗쌓기

집수시설

장방형

길이 30ｍ, 너비 21ｍ,
깊이 1.8ｍ

박석, 강자갈 ＋ 장대석, 판석,
‘凸’ 자형 초석

출수시설

2. 옛 물길(수계) 추정 연구
여주 영릉과 영릉 유적 연지와 관련한 옛 물길(수계)를 추정하기 위해, 고지도 / 舊 지
형도와 지적도 / 과거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주변 지형 및 인접한 하
천을 고려해 볼 때 출수시설이 입수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보았다.
먼저 조선후기 고지도(광여도, 해동지도, 지방도)와 선원보감의 자료를 살펴보면, 영
릉(英陵)과 영릉(寧陵)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고 조선왕릉의 풍수지리적 입지에 부합하는
조산(祖山)인 북성산과 주산(主山)인 청성산의 병풍을 두른 듯한 형상과 북성산에서 떨

<그림 21> 광여도

<그림 22> 해동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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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방도(1872년)

<그림 24> 선원보감

<그림 25> 근세지형도(1918년, 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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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져 나온 작은 산맥인 안산(案山)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상세한 지형을 파악하기
는 어려움이 있다(<그림 21~24> 참조).
다음으로 근세지형도(1918년)를 통해 살펴보면, 영릉(英陵)의 외연지가 연못으로 표기
되어 있고, 영릉(寧陵)의 연지는 저습지로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세종 연지는 일제강
점기에도 그 형태와 기능을 유지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효종 연지는 이 시기에는 연못으
로 인지되지 못할 정도로 지형이 변화된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25> 참조).

<그림 26> 1954년 항공사진 + 1970년대 지형도 중첩 결과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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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년 항공사진과 1970년대 성역화 정화사업 이전의 현황도를 중첩해보면, 영릉(寧
陵) 일대의 수계(물길)을 파악할 수 있다. 효종릉에서 재실을 거쳐 연지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현재는 사방공사가 진행되어 폭이 일정하고 완만한 지류를 보이지만, 당시에는
꾸불꾸불한 자연하천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연지 남쪽의
물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출수시설 끝부분의 석
축(추정 배수로)과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26~27> 참조).

<그림 27> 1954년 항공사진 + 1970년대 지형도 중첩 결과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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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이후 지형도와 항공사진에는 현재와 유사한 지형을 보이며, 최근에 건립된
수표소와 주차장만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고, 영릉(寧陵) 연지의 現 배수로 분석 결과,
1985년 능역정화사업 도면에는 재실 앞 하천이 정비되어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영릉(寧陵) 유적 배치도를 보면 배수로가 정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배
수로의 정비는 1985년~2001년 사이 정비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파악된다(<그림 28~31>
참조).

<그림 28> 1981년 항공사진

<그림 29> 1980년대 지적도, 지형도

<그림 30> 영릉(寧陵) 배치도
(1985년 능역정화사업)

<그림 31> 영릉(寧陵) 배치도
(2001년 효종 실측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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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릉(英陵) 옛 연지의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현재 연지보다 북-남으로는
짧고, 동-서로는 긴 형태였다. 또한, 연지와 관련된 입수시설과 출수시설은 현재 배수로
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근·현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2차 연지는
1970년대 현황도의 연지와 호안석축의 방향 및 배수로의 위치 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32~33> 참조).

<그림 32> 1969년 항공사진, 1971~72년 사진

<그림 33> 1970년대 현황도 + 발굴조사 유적 현황도 중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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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자연과학적 분석 연구

연지 퇴적층에 대한 자연과학적 분석은 퇴적학적 분석을 비롯하여 규조, 화분, 식물규
소체, 종실유체 분석을 통해 연지의 퇴적환경과 연지 및 여주 영릉과 영릉 유적 일대의
식생 복원, 그리고 인간 활동의 내용을 규명하는데 분석의 목적이 있고, 분석 성과는 향
후 조선왕릉 및 연지 등의 능제 복원 분야의 역사·고고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료 채취를 위해 2개소(1, 2단면)의 퇴적층 분석 지점을 선정하였다. 1단면에서는 11
점의 식물규소체 및 화분 분석용 퇴적물 시료와 14C 연대측정을 위한 2점의 탄화목편을
채취하였고, 2단면에서는 13점의 입도 분석용 시료를 획득하였다. 종실유체 분석은 층서
적으로 퇴적층 상부, 하부, 바닥에 해당되는 3지점을 선정하여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였
다(<그림 34> 참조).

<그림 34> 영릉(寧陵) 연지 구역 시료채취 위치도

연지 퇴적층의 단위 구성 및 환경에 대한 연구결과, 퇴적단위 Ⅰ은 연지의 이질 퇴적층
4)

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으며 소량의 자갈을 포함한 괴상의 조립질 모래층(퇴적상 Sm )으

3) 이 항의 내용은 한국지질환경연구소·(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9,『여주 영·영릉 유적 종합정비 2단계 문화재 발굴조사지역의
효종대왕릉 권역 연지 구역의 자연과학적 분석』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원문은 ‘(재)한강문화재연구원·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 2020,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유적』 - Ⅳ. 자연과학 분석 – 3. 효종대왕릉 권역 연지
구역의 자연과학적 분석(p.296-340)’에 수록되어 있다.
4) 괴상 모래 퇴적상(massive sand facies)으로, 소량의 잔가갈을 포함한 조립질 모래층과 실트질의 세립질 모래층으로 구성된다.
고밀도 수류로부터의 급격한 퇴적에 의해 형성된다(.Todd, 1989; Maizel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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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된다. 퇴적상 구성과 수평 연장이 양호하며 거의 평탄한 기복을 보이고 있는 특
징으로부터 이 퇴적단위는 하도 연변의 모래사주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5)

6)

퇴적단위 Ⅱ는 퇴적상 Fm , Fl 의 이질 퇴적층으로 구성된다. 이질 퇴적층의 퇴적상
구성과 함께 전체적으로 다량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이 퇴적단위는 습지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특히, 호안 석축에 의해 폐쇄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퇴적단
위 Ⅱ는 연지의 호소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퇴적단위 Ⅲ은 비교적 소규모의 퇴적상 Sm으로 구성된다. 괴상 모래층으로부터 이 퇴
적단위는 모래사주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퇴적층의 규모가 작고 두꺼운 이
질 퇴적층에 협재되어 있어 일시적인 모래 공급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퇴적단위 Ⅳ는 퇴적상 Fm으로 구성되며 습지환경에서 형성되었다. 퇴적단위 Ⅳ는 퇴
적단위 Ⅱ와 같은 안정적인 호소 환경 보다는 배후습지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7)

퇴적단위 Ⅴ는 퇴적상 Sh 의 두꺼운 모래층으로 구성된다. 상부유권에서 형성된 모래
층의 구성으로부터 이 퇴적단위 모래사주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퇴적단
위는 연지의 호안석축을 피복하면서 연지 퇴적층 구간의 최상부를 점하고 있어 연지를
지형적으로 완전히 폐기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5, 36> 참조).
연지 퇴적층의 종실유체 분석 결과, 퇴적단위 Ⅱ의 최하부인 바닥면, 퇴적단위 Ⅱ의 중
간부인 아랫면, 그리고 퇴적단위 Ⅳ의 윗면에서 대체로 풍부한 종실류가 검출되었다. 특
징적으로, 마름, 개연꽃의 수생식물과 가래, 올챙이고랭이, 올방개, 여뀌속의 습지식물
이 대체로 풍부하게 산출되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종실류의 출현은 연지라는 호소환
경을 직접 지시한다(<표 4> 참조).

5) 괴상 이질 퇴적상(massive mud facies)으로, 실트층, 모래질 실트층, 함자갈 이질층, 자갈질 이질층으로 구성된다. 느린 유속
에서 세립질 퇴적물의 부유 퇴적에 의해 형성된다(Friend, 1966; Walker, 1967; Miall, 1977; Bentham et al., 1993).
6) 평행엽층리 이질 퇴적상(parallel-laminated mud facies)으로, 평행 또는 부분적으로 파상을 이루는 엽층리가 발달한 모래질
실트층 또는 실트층으로 구성된다. 정체수 환경에서 세립질 퇴적물의 부유 퇴적에 의해 형성된다(Friend, 1966; Miall, 1977;
Turner, 1980).
7) 수평층리 모래 퇴적상(horizontal-stratified sand facies)으로, 평행 또는 파상의 층리가 발달한 조립질 모래층 또는 자갈질 모
래층으로 구성된다. 상부유권(upper-flow regime)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othroyd and Ashley, 1975;
Miall, 1977; Harms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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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퇴적단위 구성 및 퇴적환경 해석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 내용과 방법 163

<그림 36> 퇴적층의 주요 퇴적상

164

제41호

<표 4> 종실유체 산출표
채취지점
분류

마름과

마름

Trapa japonica

마름 잎자루

Trapa japonica petiole

마름 종자

윗면

72

아랫면

바닥면

합계

31

21

52

132

204

Trapa japonica Seed

1

1

가래과

가래

Potamogeton distinctus

61

61

소나무과

구상나무

Abies koreana

1

1

마디풀과

여뀌속

Persicaria sp.

35

35

가지과

가지속

Solanum sp.

3

3

올챙이고랭이

Scirpus juncoides

6

262

4

272

올방개

Eleocharis kuroguwai

3

17

4

24

수련과

개연꽃

Nuphar japonicum

28

62

3

93

꿀풀과

들깨풀속

Mosla sp.

1

1

사초과

꽃두서니과

미상종

큰잎갈퀴

Calium dahuricum

미상종 A

Undetermined sp. A

미상종 B

Undetermined sp. B

미상종 C

Undetermined sp. C

야생종 합계

1
17

1

18

35

91

91

29

1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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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82

59

1034

연지 퇴적층의 화분 조성을 살펴보면, 화분 산출이 양호한 구간은 전체적으로 소나무
속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인간 간섭에 의한 식생환경을 지시한다. 전 구
간에 걸쳐 꾸준히 산출되는 오리나무와 부들속의 출현은 연지와 주변의 습지환경을 반
영한다(<그림 37> 참조).
연지 퇴적층의 식물규소체는 뚜렷한 산출량의 변화가 인지되나 전체적인 조성은 대체
로 유사하다. 억새속, 쇠풀족, 기장족이 우점하며 갈대속, 잔디속, 대나무아과가 수반된
다. 식물규소체의 산출량의 변화 양상은 전술한 화분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분과 식물규소체의 산출량이 저조한 구간은 영릉 일대에 식생의 급격한 쇠퇴가 있었
음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징적으로, 연지 퇴적층 전 구간에 걸쳐 대부분 수전
판정 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벼의 꾸준한 산출은 기본적으로 영릉 일대에 지속적으로 활발한 인간 활동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유적의 성격과 연지 퇴적층에서 산출된 점을 고려하면, 벼의 산출은 왕릉의
관리 및 제례와 관련한 사항들을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위토답
(位土畓)에 물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화분이 퇴적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화분 조성과 일
치함을 알 수 있다(<그림 3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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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화분의 산출도와 화분대

<그림 38> 식물규소체 산출도

발굴조사 과정에서 수습된 목탄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영
릉(寧陵)의 연지 구역에서는 1,770±30년의 보정연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1673년 천장
한 후, 1786년 이후 시작된 능역의 보토(補土) 문헌기록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표 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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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
방사성탄소 연대
시료명

δ13C
(%)

표준연대
(BP)

연대 눈금 맞츰 결과(AD)
1σSD(68.2%)

영릉(寧陵)
연지
-20.4

170±30

1단면
204㎝

영릉(寧陵)
연지
-23.4

220±30

1단면
연지바닥

2σSD(95.4%)

1,660 to 1,690 AD
(11.3%)
1,730 to 1,810 AD
(41.8%)
1,920 to 1,950 AD
(15.8%)

1,650 to 1,700
(17.3%)
1,720 to 1,820
(50.5%)
1,830 to 1,880
(8.0%)
1,910 to 1,950
(19.6%)

1,640 to 1,680 AD
(30.3%)
1,770 to 1,800 AD
(27.0%)
1,940 to 1,950 AD
(10.9%)

1,640 to 1,690 AD
(36.7%)
1,730 to 1,810 AD
(44.7%)
1,930 to 1,950 AD
(14.0%)

보정연대
(cal. AD)

AD
AD
AD

1,770±30

AD

1,770±30

<표 6> 영릉(寧陵) 조선왕조실록
연대

내용

출처

비고

1659년
(현종원년)

효종을 영릉(寧陵)에 장례를 모시다. 건원릉의 서쪽 산줄기에 장사지내고
능호를 영릉이라 하였다.

현종실록 1권
현종즉위년10월29일
병진 1번째 기사

영릉
(寧陵) 안장

예조가 영릉(寧陵)에 전면의 연결부위를 봉심한 후 수리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현종실록 3권
현종1년7월18일
신미 8번째 기사

상이 영릉(寧陵)에 거둥하여 능의 개축, 보수에 대해 의논하다.

현종실록 3권
현종1년8월27일
경술 1번째 기사

영릉(寧陵)에 석물이 또 허물어지는 걱정이 생기자 좌의정 심지원이
예관을 거느리고 봉심하고 왔다.

현종실록 3권
현종1년12월9일
경인 1번째 기사

1661년
(현종2)

영릉(寧陵)의 개수를 명하였다. 처음에 능을 봉(封)할 때 고감의 관원 등이
보토(補土)와 석물(石物) 등의 일을 모두 견고하고 정밀하게 하지 않았던
관계로 틈이 생겨 매년 개수함.

현종실록 4권
현종2년4월18일
정유 4번째 기사

1661년
(현종2)

영릉(寧陵)의 석물(石物)에 틈이 벌어졌으므로 좌의정 심지원 등을 보내어
봉심(奉審)하게 하여, 심지원이 난간석의 죽석과 지대석이 깨져 군데군데
틈이 벌어진 사실을 보고함.

현종실록 4권
현종2년12월8일
계축 2번째 기사

1667년
(현종8)

선공 제조 정지화를 보내어 영릉(寧陵)의 발라놓은 회가 떨어진 곳과
사초(莎草)가 말라 죽은 곳을 수리하게 하였다.

현종실록 13권
현종8년3월18일
임진 1번째 기사

1660년
(현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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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내용

출처

영림부령(靈林副令) 이익수(李翼秀)가 영릉(寧陵)의 파손과 수리에 대해
상소함

현종실록 21권
현종14년3월24일
갑오 1번째 기사

영릉(寧陵)의 개봉과 천봉에 대해 의논함. (산릉을 개조할 것인지, 옮길
것인지의 여부를 하문하였는데, 모두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함.)

현종실록 21권
현종14년5월5일
갑술 2번째 기사

영릉(寧陵)의 천릉에 대해 의논하다.

현종실록 21권
현종14년6월20일
무오 3번째 기사

1674년
(숙종1)

영릉(寧陵)을 봉심하는 대신 및 총호사(總護使) 이하의 모든 당상(堂上)을
인견하여, 산릉을 건원릉 안의 혈을 사용하도록 결정함

숙종실록 1권
숙종즉위년9월13일
갑술 1번째 기사

1681년
(숙종7)

대신과 예관이 영릉(新)에 나아가 奉審한 후 修改都監을 설치하고, 새
돌로 바꾸었다.

숙종실록 11권,
숙종7년6월18일
기해 1번째 기사

1687년
(숙종13)

영릉을 봉심한 대신 및 여러 신하가 청대하여 입시하니, 영릉(新)의 變을
당한 석물을 그전에 석물대로 다시 만들도록 함.(여주 능침의 변은 이미 세
차례나 되었는데도 그 흉악한 사람을 못 잡음)

숙종실록 18권,
숙종13년5월13일
경인 3번째 기사

1695년
(숙종21)

예조참판 이언강이 영릉(寧陵)의 능 위 서편에 있는 무석인의 오른쪽 눈
언저리가 깨져 다시 다듬기로 함.

숙종실록 28권
숙종21년4월27일
무오 2번째 기사

1703년
(숙종29)

영릉(寧陵)의 정자각이 준공되었다. 중건청(重建廳) 당상(堂上) 조상우
이하 여러 관원에게 차등 있게 상을 내렸다.

숙종실록 38권
숙종29년10월1일
계유 3번째 기사

1727년
(영조3)

판중추부사 홍치중 아뢰기를, 영릉(新)의 석물을 봉심해 보니 상처가 크지
않아 전체를 고칠 것이 없음. 이에 옛 석물을 수개함.

영조실록 11권,
영조3년윤3월29일
병술 3번째 기사

1772년
(영조48)

영릉(新)의 정자각을 개수한 것으로써 예조판서 심각, 호조판서
조윤규에게 각기 숙마를 사급하고, 본릉의 참봉 두 사람에게는 아울러
승륙을 명하였다.

영조실록 119권,
영조48년10월13일
갑술 4번째 기사

1786년
(정조10)

영릉(新)의 補土 역사가 끝남.(감동관 예조판서 이문원, 지방관 여주목사
이중복에게 모두 품계를 올려주고 능관과 감역 이하에게는 차등있게 상을
줌.)

정조실록 21권,
정도10년3월3일
정미 2번째 기사

보토 1차

1806년
(순조6)

英陵(新)과 寧陵의 보토하는 역사 끝남.(여주목사 김효건에게는 가자하고
겸감역 이하의 관원에게는 시상함)

순조실록 8권,
순조6년4월9일
병술 2번째 기사

보토 2차

1808년
(순조8)

영릉(新) 정자각을 수개 역사 끝남(감동관 예종판서 이하에게 시상함)

순조실록 11권,
순조8년윤5월25일
경인 2번째 기사

1815년
(순조15)

英陵(新)과 寧陵의 보토를 마친 뒤에 당상관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함

순조실록 18권,
순조15년5월18일
임인 1번째 기사

영릉(寧陵)의 정자각 안의 기물이 파손됨.(정자각의 變)
도승지가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을 보수하다.

순조실록 22권,
순조19년11월12일
경오 1번째 기사

정자각의 변을 일으킨 죄인 박중대를 염탐하여 체포. 그는 본릉의
수복으로서 능임과 다투어 모해할 생각으로 범행함.

순조실록 22권,
순조19년12월11일
기해 1번째 기사

1673년
(현종14)

1819년
(순조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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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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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내용

출처

1832년
(순조32)

정릉(貞陵), 헌릉(獻陵), 명릉(明陵), 홍릉(弘陵), 목릉(穆陵),
영릉(寧陵), 숭릉(崇陵), 혜릉(惠陵), 원릉(元陵) 모두 비의 피해가
있으므로 보수를 명하다.

순조실록 32권
순조32년6월26일
신축 2번째 기사

1847년
(헌종13)

英陵(新)과 寧陵의 보토 당상 여주목사 송지양을 가자함.

헌종실록 14권,
현종13년3월25일
갑진 1번째 기사

보토 4차

1850년
(철종1)

英陵(新)과 寧陵 두 능의 보토 당상 이하의 관원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고, 여주목사 김재전에게는 가자함.

철종실록 2권,
철종1년5월14일
을사 2번째 기사

보토 5차

英陵(新)과 寧陵 능목의 도벌을 조사하여 벌하다.

철종실록 9권,
철종8년2월28일
경술 1번째 기사

영릉(新)의 局內에는 더욱 차마 들을 수 없을 만큼 민둥산이 되었음.

철종실록 9권,
철종8년3월13일
을축 1번째 기사

英陵(新)과 寧陵의 보토 당상 여주목사 김명규, 경내 보수에 대해 아룀.

고종실록 23권,
고종23년4월7일
경오 1번째 기사

英陵(新)과 寧陵의 보토 당상 여주목사 김명규, 경내의 무너져 내린 곳에
대한 공사 끝냄.

고종실록 23권,
고종23년5월19일
신해 1번째 기사

英陵(新)과 寧陵의 보토할 때 참가한 감동 이하에 차등을 두어 시상함.
여주목사 김명규에게는 가자함.

고종실록 23권,
고종23년5월26일
무오 1번째 기사

1887년
(고종24)

英陵(新)과 寧陵 능역안에 잔디가 벗겨져 나간 곳이 많아 보수함.

고종실록 24권,
고종24년9월5일
기미 2번째 기사

1888년
(고종25)

英陵(新)과 寧陵에 보토할 때 감동 당상이하에게 차등있게 시상하고
여주목사 홍유경에게 가자함.

고종실록25권,
고종25년11월20일
정묘 2번째 기사

1892년
(고종29)

여주목사 이호면의 보고, 英陵(新)과 寧陵 구역내 사태가 난 곳들을
보축하는데 쓸 물력 아뢰하고 승인받음.

고종실록 29권,
고종29년5월6일
계해 2번째 기사

1899년
(고종36)

英陵(新)과 寧陵의 주산 줄기 아래가 무너져 내린데를 보토함. 감동한
겸장례 이하에게 차등 시상함.

고종실록 39권,
고종36년11월19일
양력 2번째 기사

보토 8차

1904년
(고종41)

英陵(新)과 寧陵의 주산 줄기 아래 산사태가 난 곳을 보충하여 쌓을 때
감동한 지방관 이하에게 차등 시상함. 종2품 신태휴, 권중석, 엄준원,
윤철규, 박용화, 현영운, 정3품 이장직, 이근홍, 이민화, 최병주,
이동휘, 박제홍, 민달식, 6품 김두한, 김택진, 김한목, 서재우, 신형모,
이능화에게 모두 가자함.

고종실록 44권,
고종41년5월11일
양력 2번째 기사

보토 9차

1914년

속원을 보내어 英陵(新)과 寧陵에 나아가 수리공사를 검사하라고 명함.

순종시록부록5권,
순종7년7월27일
양력 1번째 기사

1857년
(철종8)

1886년
(고종23)

비고

보토 6차

보토 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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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 방법
지금까지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는 능제 복원사업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주목적으
로 하였고, 그에 따라 연지 형태 및 규모, 제방 축조방법, 부속 시설(입·출수구, 섬, 교량
등) 유무와 위치, 구조 등을 밝히기 위한 토층조사 및 트렌치(Trench)조사, 전면 발굴(노
출)조사 방법 등이 주로 실시되었다.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寧陵) 유적 발굴조사에서는 연지의 구조 및 부속 시설 확인을
위한 기존 조사방법 외에도 고지도 / 舊 지형도와 지적도 / 과거 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고지형 분석을 진행하여 유적의 변화상을 파악하였고, 주변 환경과 자연식생 등에 대한
자연과학분석을 진행하여 조선왕릉의 식생환경을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다방면의 조사방법을 통해 확보된 자료는 능제 복원사업의 주요 목적인 유적의
진정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
사를 위해 몇가지 조사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전(문헌)조사 과정에서는 조선시대 사료(조선왕조실록, 춘관통고, 능지, 선원
보감, 보토등록 등)과 근·현대 자료(보수·정비공사 보고서, 신문기사 등)의 수집·분
석을 통해 유적의 변화상을 파악하고, 고지형 분석(고지도 / 舊 지형도와 지적도 / 과거
항공사진 등을 활용)을 통한 유적의 원위치를 추정하여 현장조사 계획과 조사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장조사 과정에서는 연지와 관련한 제방, 호안석축(토축), 입·출수구, 부속 시
설 등의 유무와 구조 등을 파악하고, 연지의 축조→ 사용→ 폐기 과정을 밝히기 위해 호
안 외곽지역을 포함한 범위에 10m×10m의 그리드를 설정하여, 토층조사 및 트렌치조사
를 실시하고, 유구가 확인된 구역은 전면 발굴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후 전체적
인 연지의 형태가 밝혀지면 호안 및 부속 시설의 축조 방식과 증·개축 여부 등을 파악
하기 위한 피트(Pit)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그림 39~42> 참조).
셋째, 조선왕릉 연지의 진정성 있는 복원을 위해 호안 축조에 사용된 석재의 암석 동정
및 산지추정 연구, 연지 퇴적층에 대한 퇴적학적 분석 및 규조, 화분, 식물규소체, 종실
유체 분석을 실사하여 연지의 퇴적환경과 조선왕릉 일대의 식생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출토유물 분석을 통한 상대연대 편년과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등을 통한 절대연대 편년을 비교·분석하여 연지의 축조부터 사용, 폐기 과정의 시간성
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학적 분석은 발굴조사 초기부터 계획하여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등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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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연지의 발굴조사는 그 과정과 내용 등이 모두 기록되어 향
후 문화유산 활용에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발굴조사 과정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고, 유적의 3D 스캔, 항공 촬영, VR 촬영 등을 진행하여 콘텐츠
제작의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 39> 발굴조사 트렌치조사 계획도

<그림 40> 발굴조사 피트조사 계획도

<그림 41> 피트조사 : 말목 지정

<그림 42> 피트조사 : 잡석 + 천석 지정

Ⅴ. 맺음말
본 글에서는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寧陵) 유적을 중심으로 조선왕릉 연지의 발굴조사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고문헌의 기록과 현존하고 있는 연지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하
였다. 고문헌에 연지가 기록되어 있는 조선왕릉은 20릉, 21개소로 확인되고, 현존하고
있는 연지는 건원릉(健元陵) 1개, 영릉(英陵) 1개, 장릉(莊陵) 2개, 광릉(光陵) 2개, 효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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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孝陵) 1개, 장릉(章陵) 1개, 융릉(隆陵) 1개, 홍릉(洪陵) 2개, 건릉(健陵) 1개 등 9릉에 12
개소가 남아있다.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방지원도형(方池圓島形) 4개, 방지형(方池形)
3개, 사다리꼴원도형 1개, 곡수형(曲池) 1개, 타원형(楕圓形) 1개, 원지원도형(圓池圓島
形) 1개, 원형(圓形) 1개로 나뉜다.
둘째, 기왕에 발굴조사된 화성 만년제 유적과 구리 동구릉(숭릉) 연지의 성과와 여주
영릉과 영릉 유적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연지의 원위치와 형태, 벽석 구성방식 등을 비
교·분석해 보았다. 영릉(寧陵) 연지는 형태적 차이에서 동구릉(숭릉)의 1차 연지 및 화
성 만년제와 차이가 난다. 잔존규모는 영릉(英陵)에 비해 영릉(寧陵) 연지가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春官通考』에 영릉(寧陵) 연지 기록에는 길이 22보(27ｍ) 너비 16보(21ｍ)이
다. 현재의 잔존규모와 유사하나, 개축과 보수과정에서 일부구간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
다. 영릉(寧陵)의 서쪽의 호안석축과 동구릉(숭릉)의 동쪽 호안석축은 유사하게 ‘凸’자형
초석을 사용하였다. 동구릉(숭릉) 연지는 ‘凸’ 자형 초석을 반으로 절개하여 축조하였고,
영릉(寧陵) 연지의 초석은 그대로 사용하였다. 또한, 치석된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한 곳
과 재활용된 석재를 사용한 부분도 확인되었다.
셋째, 옛 물길(수계)를 추정 연구를 위해 고지도 / 舊 지형도와 지적도 / 과거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근세지형도(1918년)를 통해 영릉(英陵)의 외연지가 연못
으로 표기되어 있고, 영릉(寧陵)의 연지는 저습지로 표기되어 있어, 세종 연지는 일제강
점기에도 그 형태와 기능을 유지했던 것과 효종 연지는 이 시기에는 연못으로 인지되지
못할 정도로 지형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954년 항공사진과 1970년대 성역화 정화사업 이전의 현황도를 중첩해보면, 영
릉(寧陵) 일대의 수계(물길)을 파악할 수 있다. 효종릉에서 재실을 거쳐 연지 북쪽으로
흐르는 하천이 현재는 사방공사가 진행되어 폭이 일정하고 완만한 지류를 보이지만, 당
시에는 꾸불꾸불한 자연하천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는 기능을 상실한 연지
남쪽의 물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발굴조사 결과와 비교해봤을 때 출수시설 끝부
분의 석축(추정 배수로)과 연결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릉(英陵) 옛 연지의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현재 연지보다 북-남으로는
짧고, 동-서로는 긴 형태였다. 또한, 연지와 관련된 입수시설과 출수시설은 현재 배수
로의 서쪽에 자리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근·현대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2차 연지
는 1970년대 현황도의 연지와 호안석축의 방향 및 배수로의 위치 등이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연지의 자연과학적 분석 연구를 통해 영릉(寧陵) 연지는 하도 연변의 모래사주
환경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폐기 이후 배후습지의 상태로 유지되었던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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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종실유체 분석과 화분 조성 연구를 통해 전통수종과 습지환경에 서식
하는 종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향후 조선왕릉 연지의 식생환경 복원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결과를 통해 영릉(寧陵)의 연지
구역에서는 1,770±30년의 보정연대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 1673년 천장한 후, 1786년 이
후 시작된 능역의 보토 문헌기록과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조선왕릉 연지 발굴조사의 기존 방법(토층조사, 트렌치조사 및 전면 발굴(노
출)조사 등) 외에 사전(문헌)조사, 현장조사, 자연과학적 분석,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콘
텐츠 마련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조선왕릉은 200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후, 능제 복원사업과 관련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능제 복원을 위한 건축, 석조미술, 입지 및 공간 구성
등의 건축학, 미술사학, 조경학 관련 연구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복원을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통한 고고학적 연구성과가 반드시 뒷
받침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향후 지속될 조선왕릉 정비사업에 앞서 적극적인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원형 고증의 기초자료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고,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더 발전된 능제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논문접수일(2021.4.29.) ▶심사완료일(2021.6.21.) ▶게재확정일(202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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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of Excavation Research on the pond in
the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 To the remains of Yeongneung and Nyeongneung Royal Tombs
Archaeological sites of Yeoju -

Kang pyung won, Lee kwang jun, Kim hyeon su

(Hangang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e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were often damaged or destroy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the sanctification projects conducted in the 1960s and 1970s. In
2009, research on the restoration of Neungje continued before and after being selected as a
World Heritage Site, but it is focused on architecture, art history, and landscape studies such
as architecture, stone art, location and space composition for the restoration of Neungje.
It’s clear that archeological historical evidence(archaeological research result) through
excavation must be supported for the sincere restoration of the remains.
In this articl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research method of the Royal Tomb
of Joseon Dynasty, focusing on the excavation of Yeongneung and Nyeongneung ruins
in Yeoju. First of all, the records of ancient documents and the current status of existing
lounges were identified through a literature survey, and the results of the Hwaseong ice cap
and Guri Donggurung Loung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addition, an estimation study of the old waterway (water system) used as the
basic data for the restoration of the tomb(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such as an old map
/ old topographic map and cadastral map / past aerial photographs) and a natural scientific
analysis study(depositional environment and radiocarbon dating, etc.) will be introduced.
Prior to the ongoing renovation of the Royal Tombs of Joseon Dynasty, we hope
that the basic data of archetypes will be accumulated, and that interdisciplinary research
in various fields will be carried out together to further develop the Neungje Restoration
Project.
Keywords : Royal Tombs of the Joseon Dynasty, pond, excavation, ancient literature, natural
scie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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