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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릉 건릉의 배치도와 관람 포인트 ① 융릉의 원형 연못 곤신지 : 원형 연못은 용의 여의주를 상
징하는 것으로 정조가 아버지를 연모한 마음을 표현하였다. ② 넓은 참도 ③봉분 병풍석의 연꽃봉오
리 인석 ④ 건릉에서 나오는 길 참나무 숲 길 ⑤ 재실의 향나무와 개비자나무

                       - 문화재청 융릉관리소 ‘융릉 건릉’ 안내지에서
  
 융건릉의 정식 명칭은 ‘융릉(隆陵)과 건릉(健陵)’이다. 융릉은 사도세자와 그의 부인 혜경궁 
홍씨의 무덤이다. 정조는 왕위에 오르면서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며 당당히 외쳤다. 
역적으로 몰리며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넋을 위로하며 복권시킨다. 먼저 양주의 배봉산
에 있는 아버지의 수은묘를 영우원(永佑園)으로 높였다.
  이후 존호를 장헌세자로 올린 다음, 영우원을 수원의 화산으로 옮겨 현륭원이라 하였다. 통
상 왕릉은 한양도성에서 10리 밖 100리 안에 두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조는 이 원칙을 
무시했다. 키 큰 장정들을 모아 한 걸음을 크게 잡은 뒤에 이곳 화산이 100리 안이라고 주장
하며 천장을 강행하였다. 탕탕평평과 임기응변의 그의 도량이 돋보인다. 그 후 1899년 고종 
때에 장헌의황제로 추존되면서 묘호를 장조(莊祖)라 하고 능호를 융릉으로 승격하며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혜경궁 홍씨도 장헌의황후로 봉해졌다.   
  홍살문에서 참도를 걸으면 정자각과 봉분이 일직선상에 있어 능침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융릉은 봉분이 훤히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즉 능침공간이 정자각에서 오른쪽으로 삐져나와 
보인다. 아버지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실 적에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며 안타깝게 여긴 아들의 
효심에서 비롯되었다. 사초지도 다른 능과 달리 매우 낮다. 찾아오는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가
까이 보고자 한 듯하다.



융릉 : 능침이 정자각에서 오른쪽으로 비켜 나있어 훤히 보인다.
  
  합장릉인 융릉은 병풍석을 세우고 모란과 연꽃무늬의 인석(引石)을 
새겼다. 석등은 조선 전기의 8각형과 숙종, 영조 대에 등장한 4각형 
석등의 양식이 합쳐졌다. 새로운 양식으로 건릉과 예릉의 기준이 되
었다. 무인석과 문인석도 예전과 달리 머리를 들고 있어 시원한 분위
기를 자아내고 있다. 문인석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다. 정조는 현
륭원을 마련할 때 온갖 정성을 기울여 창의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하
였다.
  능침 병풍석 위에 있는 인석은 서럽도록 아름답다. 연꽃 봉우리는 
못 다 피운 사도세자의 청춘과 꿈을 보는 듯하다. 한편으로는 연꽃이 
처염상정(處染常净)과 재생을 상징하듯 아버지의 정결한 영혼과 부활
을 그리는 듯하다. 봉분을 호위하는 석양 석호는 각 두 쌍만 배치되
어 있는 것이 일반적 왕릉과 다르다. 또한 일반적인 왕릉에는 병풍석

은 없어도 난간석이 있는데, 융릉은 화려하게 꽃단장한 병풍석은 있으
나 난간석이 없다. 이 역시 갇혀 있는 것을 싫어했던 사도세자의 심중
을 헤아린 아들의 효심일 것이다. 가장 서러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일
까? 융릉의 능침공간에 올라 연꽃봉우리 인석을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참 다행이다. 코를 가까이 대고 향기라도 맡아볼 걸 그랬다. 

융릉의 석인(문인석과 무인석)
  

융릉의 장명등

융릉의 인석



 건릉은 조선 22대 정조와 그의 부인인 효의왕후 김씨의 무덤이다. 정조는 효성이 지극하였으
며 많은 인재를 등용하고, 조선 후기의 황금문화를 이룩하였다. 건릉은 현륭원의 동쪽 언덕에 
있었으나 효의왕후가 죽자 풍수지리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쪽으로 옮기기로 하고 효의왕후
와 합장하였다. 무덤은 한 언덕에 2개의 방을 갖추었으며 난간만 두르고 있다. 즉 융릉에는 
병풍석은 있으나 난간석이 없고, 건릉에는 병풍석이 없으나  난간석이 있다. 그 외의 모든 것
은 융릉의 예를 따랐다. 합장릉이지만 혼유석은 하나만 있으며, 융릉과 같이 8각형과 4각형을 
조화시켜 석등을 세웠다. 문무석은 사실적이며 안정감이 있는 빼어난 조각으로 19세기 무덤의 
석물제도의 새로운 표본을 제시하였다. 사초지가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 봉긋하게 솟아 보이는 
것은 풍수상의 가산(假山)의 기능을 한다고 한다. 

건릉 : 배위, 참도, 정자각, 사초지 오른쪽의 불룩한 가산

  

  융건릉 탐방 후에 수림초지에 돗자리를 깔고 차를 마신다. 그늘과 새소리에 깊은 호흡하며 
다시 한 번 더 느낀다.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주는 그 넉넉함에 
감사하다.

융릉과 건릉의 수림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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