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 동구릉 /  사적 제 193호

동구릉은 도성의 동쪽에 있는 9기의 능이라는 의미이다. 1대 

태조의 건원릉을 중심으로 5대 문종과 현덕왕후의 능인 현릉, 

14대 선조와 의인왕후·계비 인목왕후의 능인 목릉, 16대 

인조의 계비 장렬왕후의 능인 휘릉, 18대 현종과 명성왕후의 

능인 숭릉, 20대 경종의 비 단의왕후의 능인 혜릉, 21대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의 능인 원릉, 추존 문조와 신정황후의 능인 

수릉, 24대 헌종과 효현황후·계비 효정황후의 능인 경릉 등 

9기의 무덤이 있다.

남양주 홍릉과 유릉 /  사적 제 207호

홍릉은 대한제국 1대 고종태황제와 명성태황후 민씨의 

능이다. 홍릉은 기존 조선왕릉의 형식과 다른 대한제국 황제 

릉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유릉은 대한제국 2대 순종효황제와 첫 번째 황후 순명효 

황후 민씨와 두 번째 황후 순정효황후 윤씨의 능이다. 유릉은 

합장릉의 형태로 한 봉분 안에 세 분을 같이 모신 동봉삼실 

합장릉의 형태이다.

고양 서오릉 /  사적 제 198호

서오릉(西五陵)은 동구릉(東九陵)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5기의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조의 장자 의경세자(덕종)의 

묘를 처음으로 만든 이후 의경세자가 덕종으로 추존되면서 

경릉(敬陵)이라 올렸고, 이후 왕비 소혜왕후가 경릉 서쪽 

언덕에 모셔졌다. 이후 8대 예종과 계비 안순왕후의 창릉(昌陵

), 19대 숙종의 원비인 인경왕후의 익릉(翼陵), 숙종과 제1계비 

인현왕후·제2계비 인원왕후의 명릉(明陵), 21대 영조의 

원비인 정성왕후의 홍릉(弘陵)이 차례로 조성되었다. 

고양 서삼릉 /  사적 제 200호

서삼릉(西三陵)은 희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 3기의 

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종 계비 장경왕후의 능인 희릉이 

처음 들어선 이후 인종과 인성왕후의 능인　효릉, 철종과 

철인황후의 능인 예릉이 들어서면서 서삼릉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서삼릉에는 3기의 왕릉 이외에도 3기의 원(소경원, 의령원, 

효창원)과 1묘(회묘), 왕자·공주·후궁 등의 묘 46기, 태실 54기 

가 자리 잡고 있다. 

여주 영릉 /  사적 제 195호

영릉(英陵)은 조선 4대 세종(재위 1418∼1450)과 부인 소헌 

왕후 심씨(1395∼1446)의 무덤이다. 세종은 정치·경제·사회·

역사·문화 등 각 분야에서 조선시대 문화의 황금기를 이룩한 

왕이다.

세종 28년(1446)에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헌릉 서쪽 

언덕에　쌍실의 형태로 능을 조성하였고, 세종 32년(1450)에 

왕이 세상을 떠나자 합장하였다. 이후 예종 1년(1469) 풍수상 

불길하다고 하여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조선왕릉 중 최초로 

하나의 봉분에 각각 다른 방을 조성하여 왕과 왕후를 모신 

합장릉의 형태이다.

개막제  |  새로보다, 조선왕릉

‘새로보다, 조선왕릉’ 이라는 주제를 바탕 

으로 조선왕릉의 새로운 모습을 엿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개막 행사 

입니다.

일 정

장 소

10.16.(금)

19:30~20:30 (19:25 식전공연)

동구릉 재실 앞 특설 무대

건원릉 억새풀 체험

건원릉 억새 절정기에 능침을 특별 개방하여 

건원릉 능침 해설, 억새풀 사진 촬영, 공연 

관람 등의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 

그램 입니다.

일 정

장 소

10.24.(토)-10.25.(일)

13:30, 15:00 (1일 2회)

건원릉 일원

홍유릉 소리길 산책

왕릉의 해설 역사, 생태이야기 등과 함께 

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설 동선을 따라 

산책하며 소규모 공연을 감상하는 자연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토)-10.18.(일)

10:00~12:30 / 14:00~16:30

홍유릉 일원

동구릉 스탬프 투어

동구릉의 9릉을 방문하여 다양한 미션을 

완수 후 각각의 스탬프 라운지에서 스탬프를 

찍어 성과에 따라 기념품을 수령하는 왕릉 

체험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10.25. 매주 토,일

10:00~17:00

동구릉 일원

왕릉 소리길 산책

해설과 음악 그리고 경관이 함께하는 문화 

복합형 탐방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월 17일(토) 10:00~11:40  

10월 24일(토) 14:00~15:40

동구릉 일원

예술공간, 왕릉 포레스트 

국악과 클래식의 만남.  왕릉 숲과 어우러진 

감성공연을 통해 힐링과 영감을 주는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월 18일(일), 25일(일) 

15:00~15:30

동구릉 현릉 앞

휴휴(庥休), 왕릉에서 쉬어가요

전통 깃발로 꾸며진 왕릉의 아름다운 숲과 

산책길에서 우리의 소리 아쟁 연주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토)-10.18.(일)

10:30~12:30 / 14:00~16:00

동구릉 일원

서오릉 야별행

역사 해설가 박광일 선생, 정명섭 작가의 

안내로 신비롭고 아름다운 왕릉의 밤을 

직접 체험하는 특별한 야간 탐방 프로그램 

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토)-10.18.(일)

19:20-20:50 / 19:40-21:10

명릉, 순창원, 대빈묘, 경릉, 

익릉 일대

태실문화제  |  태(胎), 생명과 희망을 잇다

서삼릉과 태실을 탐방하며 역사문화해설  

강연과 생명을 주제로 하는 전통음악과 

고전무용 공연을 관람 및 태항아리 재현품 

(31점) 감상하는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토)

10:00~17:00

태실권역 및 회묘, 서삼릉

세종, 왕의 숲길 음악회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연결하는 ‘왕의 

숲길’에서 세종대왕과 왕릉에 관한 역사와 

생태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국악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토)-10.18.(일)

10:00~12:30 / 14:00~16:30

세종대왕릉 일원

왕릉 음악회  |  별이 빛나는 밤에

트로트와 국악의 만남, 퓨전 국악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드라이브 극장 

방식으로 차량에서 안전하게 관람하는 

음악회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토)-10.18.(일)

19:00~21:00

세종대왕릉 주차장

휴휴(庥休), 왕릉에서 쉬어가요

서오릉 순창원 앞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약차와 별점을 즐기는 특별한 체험과 편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일 정

장 소

10.24.(토)-10.25.(일)

10:30~12:30 / 14:00~16:00

서오릉 순창원 인근

휴휴(庥休), 왕릉에서 쉬어가요

왕릉의 아름다운 숲과 산책길에서 여민락 

관현악 합주 공연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24.(토)-10.25.(일)

10:30~12:30 / 14:00~16:00

영릉 세종대왕 동상 인근

브랜드 공연  |  채붕 - 백희대전

조선 후기의 우인 광문의 기록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연희극으로써 가설 누각 

채붕 위에 광문, 쌍사자, 풍물, 줄타기, 

솟대쟁이 등이 화려한 연희를 선보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토)-10.18.(일)

19:30 ~ 20:30

동구릉 재실 앞 특설 무대

브랜드 공연  |  채붕 - 백희대전

조선 후기의 우인 광문의 기록을 바탕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연희극으로써 가설 누각 

채붕 위에 광문, 쌍사자, 풍물, 줄타기, 

솟대쟁이 등이 화려한 연희를 선보입니다.

일 정

장 소

10.23(금)

19:30~20:30

신재실 앞

서오릉 야별행

채붕 - 백희대전

채붕 - 백희대전

새
로보다, 조선왕릉

휴휴(庥休)
왕릉에서 쉬어가요

휴휴(庥休)
왕릉에서 쉬어가요

휴휴(庥休)
왕릉에서 쉬어가요

건
원릉 억새풀 체

험

동
구릉 스탬프 투

어

각양각색 동9릉 이야기

동구릉의 각 릉별  석물들을  관찰하고 이해 

하며 나만의 디자인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월 22일(목)  

10:00~11:30

경릉

동구릉 소리 

석물과 석공, 정자각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하는 테마탐방입니다.

일 정

장 소

10월 18일(일), 25일(일) 

10:00~11:30

동구릉 수릉, 건원릉

태(胎)
생명과 희망을 잇다

별이 빛나는 밤에

세
종, 왕의 숲길 음악

회

홍
유릉 소리길 산

책
휴휴(庥休)

왕릉에서 쉬어가요

서울 선릉과 정릉 /  사적 제 199호

선릉은 9대 성종과 왕비 정현왕후의 능이다. 성종은 유교 

사상을 정착하여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사림을 성장시켜 

훈구세력을 견제하고, 조선 초기 전반적인 체제를 안정시켰다.

정릉은 11대 중종의 능이다. 정릉은 원래 중종의 두 번째　

왕비(제1계비) 장경왕후의 무덤인 희릉의 오른쪽 언덕에　

있었으나 세 번째 왕비(제2계비)인 문정왕후 윤씨가 풍수 

지리상 불길하다고 하여 현재의 자리로 옮겼다.

선정릉 보물 찾기  |  대왕의 어보를 찾아라

선정릉에서 성종 · 정현왕후, 중종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며 대왕의 어보를 

찾는 본격 역사 모험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토)-10.18.(일)

10:00~13:00 / 14:00~17:00

선정릉 일원

휴휴(庥休), 왕릉에서 쉬어가요

선정릉 재실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궁중병과와 

약차를 즐기는 특별한 체험과 편안한 휴식 

시간을 제공합니다

일 정

장 소

10.24.(토)-10.25.(일)

10:30~12:30 / 14:00~16:00

선정릉 재실

선정릉 보물찾기

서울 태릉과 강릉 /  사적 제 201호

태릉은 조선 제11대 중종의 세번째　왕비인 문정왕후 

윤씨(1501∼1565)의 능이다. 중종이 있는　정릉에 묻히려 

하였으나 장마철 침수로 인하여 이곳에 묻히게되었다.

강릉은 조선 제13대 명종(재위 1545∼1567)과 인순왕후 

심씨(1532∼1575)의 능이다.

달빛 품은 왕릉에 서다

가을 밤, 선정릉을 산책하며 역사와 왕릉에 

대한 해설을 듣고, 연극과 국악공연까지 

함께 즐기는 복합 문화 체험 프로그램 

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10.25. 매주 토,일

17:00~19:00 / 18:00~20:00

선정릉 일원

바람 길 따라, 숲길 따라

태릉과 강릉 사이의 숲길을 걸으며 태·강릉 에 

대한 해설과 함께 왕릉예법 및 생태를 체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 정

장 소

10.17.(토)-10.18.(일)

10:00~12:00 / 14:00~16:00

태강릉 일원

달
빛 품은 왕릉에 서

다

바
람

 길 따라, 숲길 따

라

예
술

공간, 왕릉 포레스

트

동구릉 소리

각
양각색 동9릉 이야

기
왕릉 소리길 산책



홍 릉

태 릉

예 릉

희 릉

홍 릉 익 릉

명 릉

강 릉

유 릉

선릉(성종대왕릉)

선릉(정현왕후릉)

정릉(중종대왕릉)

조선왕릉전시관

매표소

매표소

매표소

의령원

효창원

대빈묘

매표소

매표소

매표소

순창원

수경원

매표소

재 실

재 실

재 실

재 실

재 실

재 실

창릉(예종릉)

경릉(덕종릉)

인원왕후릉

창릉(안순왕후릉)

영릉(세종대왕릉)

경릉(소혜왕후릉)

숭 릉
경 릉

원 릉

수 릉

휘 릉

건원릉

현릉(문종릉)

목릉(선조릉)

현릉(현덕왕후릉)

목릉(의인왕후릉)

목릉(인목왕후릉)

혜 릉

재 실

매표소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안전한 조선왕릉문화제 관람 안내

조선왕릉문화제 운영진 일동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시행합니다. 다소 불편 

하시더라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곳곳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험 프로그램 진행 중 운영요원의 가이드에 

따라 안전거리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

서울 선릉과 정릉

구리 동구릉

서울 태릉과 강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여주 영릉

고양 서오릉

고양 서삼릉

서울 선릉과 정릉

구리 동구릉

서울 태릉과 강릉

남양주 홍릉과 유릉

여주 영릉

조선왕릉문화제

주요 능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