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ing Layout of Crown Prince Hoejak
Perfonnance in the 19th Century Uigwe (a
collection of royal proto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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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paper examines the seatin& la}'OI" of the crown prince and feM!
palticipant> in the trown prince HoeJ.k fe.st(tI'M) vis-.-,is (ile viewlllg of
Jeongjae performance. Hoejok is a after-parry humble fc.",l.'it where a deaconess
offers a ClIp of wine to the principal gtJesttHt £Il!'f) with (he attendance of
the tirlecl ladies($!i) and officials

of Dogarn (an ad hoc office U!:;).

In 1S28 (King Sunjd, 28th year of reign), the crown prince was seated a{ (he
east wall in,ide the royal palace(l6:f'I). facing the ",,,-,,,t

dir~"'io:n.

In 182') (K1ng

SUfiJO', 29th year of reign), {he crown pnnce "'""' ",,"dted in Dongbogye ({he
PfOV1sional e-do" Aoor, Jli:liliMi), fu<ing the west direction. In 1887 (King Gojong's
24th year of reign). the prince again faced the west dire<1inn. being sc-alecl at {he
",,,t

wall in the royal palace. The prince's fating the west direct10n was

ITlC"dnt

to avolJ the south-f.cin& seat of the ""'Jestic king', st"al so dial he migh{ show

hi;

=P{-"<-~

to [he king.

(n 1828, JL"()ngjae(§'.;t) perforrrutnce was conducted on Bogy" (the provisi=l
ftnor). fucing: the north, bu( die pnnee's seat was prepar<->J (0 rae" (he w=
direction, inconvenimdng him in ""tellin.<: the performance, '(he (itled bill",',
sea{, facing the south direction in the royal palace,

MIS

the best locatIOn to view

the perform"nce. 1he (;,100 ladies could be ,"",tOO, fa<ing die south, 1=\L<e

>Jthough 01", hierarcllical oroer should be SI!iClly kept among thare with 0
>ifnilar Matu." th,,,,,, ",1th a very low ,Utll., were alio"TIl to mingle with t:Jm;<;e
"ith a rugh status.
The "est-facing seating of the
view tlle

J~'Ongaje

<rOm!

prince wa.> "'ry inconvcnknt for him to

performance, so in 1829. the novm princ,,'~ """ling wa;

prepared on Donbogyc

(the;

east flcor) \0 fa"e; the we",. whlk the Jo:mgj3c

IX'rforman", """" mmluct<--<I on the central Bogye (rmvl'ional floor). facing the

€a".

'lhl, layout "'" designed to avoid the kings sooth-fadng seat, and to view

the performance, by emptying the inner space of the l'OJ"'l poloce and using the
spoec including the OUler arca adjoc<-'Ilt to the palace"" the fc..",,, 'PO"', but thb.
layout maJc

the;

",-"ilablc scating 'PO"" narrow.

Th"-" in liE? (King Gojongs 24th year of rdgn), the cmwn prince seating

faced the west again, while the JeonllJ'le

rerformar>ee was

conducted, fadng the

no<th, """'ming a layout "milac to that of 182S. In llQ8, blinds were pulled

down before Jeonsansak (the band lttiJIl) ond the Jeongjae performance stage,
leaving the prince and Myoongbu 10 walch the performance through the blinds.
but in 1887. the blind

"as pullied down

bd'orc the band. allowing a wide-open

viewing of the reIformance tinm ;n:"de the pala"" improving the laYOlu from

1828. As 1ll 1828, the titled ladies'" seat, facin):: the south,

'Ml" the

best location

!o ""leb the performance.

In 1892, tlle inconvcnimt wc",t-fadnll dinX1ion of the crown prince's seating

in the cmwn prince H""pk rea" was drastically changed !o fuce !he south,
allOW1ng the prince to best watch the perfotm>nce wfueh was oondllcted facing
the north. Howeve'. the .<tled ladies's seaung faced the east from rhe

wt:S1

oomer of tlle palace, inconveniencng her in ",,,,ching lhe perforrnam::c. In fc""",",
with the me.her queen, Or tlre king and the queen heing the principal l!1'eslS,
the crown prince'" we,rwaro >eating was mandatory according to the pro!occls.
b>.u in the crown poince Hoej,k felS!, withou, the presence of these flgu"". tlle

pnnce', "::"ling fating the

we'" ,,""-,

not ne<."",,\rily "dhered to in a

shift of

paradJgm of tlrinking. nils ehange _, rnf!u<-,nc,-"<.I presumably i:>ecaU'Ie, after

Joseon rruodc an accord wi,h J.pan in 1876, it c",,,l>lisl,ttI dipl"",,,,c tie> with

,'3rious western {'(luntties, exrming

it",l[ to new civJlization"

In [our events of crown prince Hociak [<.-JSt, after Joseon declared i,,,,lf",, the
Gwat I'Drcan Empire in 1$97, the =~nll layout ,,:,ruinoo the same '"

1ft

1892

excepl that titled laJb', =ling ch"nged from an ea""·.rrJ ilirrtuon inside the
palace to ""

~

Jirection from Seohogye (the west floor il!;l![fIi) "itl>

hhnds pulled dO<'m_ LikLwi"", ,he crown prince, from a south-facing

=!l

at the

nooh wall ",side tk p"lacc, {'(luld ""tell 'he Jeongjae petfoITnant" "itl> , wide
open .icw, while the titled ladi"', dlO ,,'" seated in tlle west floo,-, facing the
'-~dS\,

{'(luld ."mch only the side of Jwngj"c pc'Ifonners throu",h the hlinds.

0erloyinll of the crown prince's seat and the titled bdies's seat in different
sp"= """-' intendc"<.l to mi"" [he prince's staM S},noolically.
The IIoej.k fea', iaYOlIl cf Ule [(-a" participants "nd the JeonllJae perfOrmance
"'" examined in con",-,<-uun with royal prolocols, and 1\ _, gmdually dmnged
to allow the pr1nce !o

be~.r

vicw lh'" penon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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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 연앙껴ftl련해 서 의9 처 재야 영향종륜에 연~f7t 나Et1::!4. 즉 영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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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795년(갱죠 .9) 혜킹궁 한갑용 기념"겨 샤도씨l"k.w.'얘!!!T-，

.11(용 가 있는 화정에 앵자'Õ"]여 내진찬lú석~Ilt)"'t 양5'.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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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어푼 영

풍용 '1 록한 r원쟁용요 성리의제(Wl<l;ζ깨.nι" 를 기정으포 그 。'111'거 크깨 당

"인다
그 연최R는 갯껴 영사은으c< 끼작하틴 이전파 당악 용지용으흐 대양 찍뼈다
융새 이전의 의제와 당리 진찬Só(JlôI'JiOO)

갱j 도 j오，.，

욕삭.0 111!’뼈) 용 도

석，"^ 응 성이 • 앙시 연§의 정정윤 생생히게 그허용 수 "나

·셔용얘익교

「얘기의 71= ~ÕI 온 g씨지 ~21;;-:II

씻찌l 연양에 강애용잔직인 것용서승한 껴 이릉 3께 영링t→W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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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이망

(二.a}: ~M ’“.) 산""三Ifi: Jl!iÄ 의 .'우호나누고L 그다용영공끽/(ZllIf'F-) 얘)4
시(얘 .:.)-:1

내엉시'""용) 얘인시(j:i'li<cJ-) λ 냥서(꾀>0' 풍 각 ￥셔의 구에객

인 영우를서 -하던 이전의 냉식파 당려 항욕병호서승*=처재호")에었다 예률

률'Il， 1영5년 이켠에는 %~('j'1o'i\ 1이) ，)한 것용 이땅 잊 '-l!;<)시

내성사 애인시

λ녁셔 앙옥어서 따로 따~ 서승혔아'<1， 1795덩~ε 는 오두 가용이려는 항욕 。l애
용엉."꾀 서슐었다”
이건 앤화 중 은고에서 주쪽'"는 것응 도식 UIlI>'tl이다 안자도(IJE O-" Iill)가 있어서

주인(J'j()과 시언;<j{IDl'W 가 어느 워i 에꺼 애이i 을 냉카고 용연옴 보는지

’i

풍 어영，.， 우~，κ"J은어느외지써서 앙연@노지동융여악영수있기얘운
。l다 안것}도에는 전직외

l>il!-fil:) 팡'"빼외(조따T-f!:tl:l 앙씨자시연에(王써子.

~부애외"，잉써Rυ

벙푸애연꺼"’@양g“) 거.fl"t~l(잉!잉용써) 등구체2킥

:îW )'

으~ 영갱융 찍아놓은 한연에 진연X{JJti1=l:!) 또τ 진안-X-(i!S1:l) 동에는 그언으포
그껴중아 생생하게 그 갱정옥 연잉영 수 :tl!C-'용 헤어 았다
"세끼 충한웅중영향에 나삭난영회R는 의연'"￥) 또는 내연(여.，의 갱영(표"'

연향외에추가효 안에 야연'"윷)응 깨용괴 그 다용냥희작，. . 응 때중었C 는껑
이다
얘를 능연 1719연(숙종 "

에 갖N'-~ 기로ιε 양소<C$Ol<iJlli-MJf 을 경측히여 9용

æ일에 외신연 ”“~'il=)응용갱고L샤 ""‘년(영조

2 에 영죠의 기호소잉소용 경옥하

여 "원 4일에 대잉대이仁"王"'에게 아닌연(야￥)윤 용라고，，"월 7역에 영조
에재 의진연응 용았으여，) 1827년(순조 끼에 원슨(j(.J;t;) 단생융 경육승얘 9월

m

인에 양파 생비6 께 미간객H영;ll\1!I)용 을려어시 갱인연양안 용컸응 앤이다

"

징용 ';m각 i장 잉양 ~ I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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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J->< 소상 용{띤 씌애 야，，'셔옹얘 ， ι4

기 ~C!J<1ilJ;lll\f!L. -'f U a. (규1‘써 이C!;I(J;Et;\lf!L.는 낀옹에
영인，=영. . 예#.기등갱기 g 얘

'l!%

. . 야} 잉으에 즉이쐐에

,

'1l아 9 얘;여썩

3) '1'fI'tliMH.ι @ι 2>. (-규]쩨 이’뼈g“ ÷ 상여l];ft) :V l? gl으'-1. '써싹8에서
영인양 뼈에양§기용 117，앵‘~%'i'!WJ 0 를 띠생

" .‘ε!U，;tl'>‘a ‘ ι 용여" (.규]‘、xι

‘。.잉공약찌33 il!

그언에 ，~년(순ι g 。 는 순원쌍휘*'1;K.];JËi) 4{).세를 정옥히1Ol， )영 “”딩에 앙
파 왕에에께 내인끽R응 옹*응환 아니라 그냥망이잉명안*W:*~la:t*')음용리고 1

Z훨 B잉에 왕시17m 펴녁IHÌ'~ 윤 앵었"t') 1κ"년에 순;ε 4

융 정측하여 2월

9일에 영에찌 외친찬(’야영냄 융리고 "일에 내진찬(써<0，응 응킹용 똥 아냐악
그냥 양 야진천{ll~ε.，용 융각고 B일에 양싸세가 회착옹 앵었다“ 1&18';3.(힌종

이 에 는 순띤양H써릉 경즉"ðj<>j， .~ 17일에 대진하응 윷경용 똥 아니야 그낭
양 야친.~나응 응잉고 3영 B일에 대션야색*1Il<~~ 파 야피 (Wl，n융 앵었다” 이형

개 정임연양의씨 야연"'1 ~l~생 에우는것응 ，=년 이후대한제국λ 기어까까 셰
속 이e 졌다에

.딩의 여른잉 대장어1\11 '냐 앙까 왕에가 주인(下 g 인 연양

의 용연

", 에 대

얘서는잉아 안역져 9μ뜨-~I. 앙실의 2'<!샤인용서Þl가중성이 의는연잉에서의 궁연
애시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1 11 가 없냐 여라서 용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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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언양 강현 의제에

섣린 도삭 . . 응 아당으흐 왕세 }외직에 냐"년 공영 얘지의 연화에 대에 설펴보
끄자〈얀다
왕세자회삭깅연 j잉8년(순조 28) 2-월 1κ”닝( \!'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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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이‘、까지 。14-'"、.-'- 'l\'l~_요 쓰.'ι
]이 11192 \1 9핑온 각에 Yl \!A ι용겨 호영 ‘ 1세. .∞1뾰깅 ~ 얘응 언용얘 계"1'간 1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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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ft)%.

]S<l l않 i잉 7낭댁이 ι딩 잉앤 @씨연 고종 3끼 4 않

고에 기효잉생%’~)E lW>년 "앤응 고캉의 즉써 4떠융 정생 ‘~"'l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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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세자회작개관

J) 의에 구성
회작은 갱영(도，)연향에 ￥수적으호 연연 죠용한 연양"， ;>.，셔， 갱영연여응 주관하

여 용링 자가 주인이 .다 ‘애틀 융언!， 188연 고종 M)의 갱에친찬(T;t:~Sl 은 죠흥
"안재i 가 주굉.，겨 ffi세를양이정대양때1lI(wJi:Er.;-， 18(~H890)"J에제 용런 연
양。 으호 정영잉양 τ1% 냥이 션회식}융 석 하iζ 그 다응S 왕서l"~희직융 .었cf'이

외에는 야느 갱도"엉성 ~~tt)이 인기 D~'련이，-!-， 1897년고용~"월 "잉에 고
용이 영게의 씨위에 요라 대안께국 λ끼응 영았으으후 지후굿으~ 자겨~ 죠션앙~

시7 의 익헤익는 ‘P경껑이 있응 것。 다 띠간써 ，w인 이전의 앙셔아회 삭 충 개상
늦응시가인 ，，"닝이종~)앵의 강세자i써의 • • 원‘}을살피연 〈요”파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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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이~~씨의 갱얘 g 공연@

악써 중강중써 ")이으 ζ 어허 재의 빽。] 연주까에 옹덩설 한곡응에빽."씬하

，'"애 @써 1은 ‘을셔.~ "jp; IIE!11이값 에빼으 얘ι)')

용 8&'킥’"잉

"

앙애자회객 의 의아정‘웅 어집사가 앙'''~^써게 1죄KO'의 융응 용띠고 영부，.

@아 진찬닝:ii!ill ‘) 당씬:'(::j-) 냥갱(fllllf!il 이 지μ'"정)릉 이3직는 것으흐 구성되
었다'" 이에 "'왜 1892년 9 친찬에서는 양애자약 운우쩌 <!<>I 장애재 9악의 승응
영껴제

용었고

자 중인

니산산에서는 서아 세자인 죄}영.'\'-{1r: >ùjiUl

우1영i'-{:t;"G'l-IiI')

영

척신이 7 이예 융융 왕파 생비에께 융혔다싸

띠벼"' 찌작의 득갱 ~4수'(1iUJ:)가 갱영연냉에 "1 해 객"h크 것과 여정 }가 양세
"에찌 슐융 융연4능 것이다 연향장잉x}7j- 주인어 재 승* 응켠 외진산까 내친양
응 영양 갱서자가 주인애써 연양융 융경다는 생격이 경하지 ιL 역집사가 융응 융린
양씨자여칙은갱영연양용 "1친 잉왕세자와영푸잊 낀찬소"상 낭갱이 갖웅이하

15)

1828\:! %.<f껴피작애서는공주아녕9안 'I'!(!l<;'I)른 g영ι l EC9\1 잉깨사이꺼에서은 당깡
、4영‘~ o}ý 끽 ’쭈도시년 "j는경까 è<'‘l 0) 우언%에얘나쩌%져회애에"는
영애양 g상 상영 'j
믿 ‘5컸야 끼~잉‘”‘ 센 ;ι no i!1I1.l!!!!8cfl‘주'fI!i'Jm. ~c

'<!:.

,

입. .‘~ 경[썼 . . .효g 조샌子빼
16)~，
다 니ß\:!(f'jll 익 의얘셔. .갱 OJ.l~세끼에1I '" 의앤 ;없 ζ

’…*

1';!1!l'!'I!~ 쩌 "'αm.잉

,

67. 1썼

, '.썩

1빼기의땐 g예용‘’

" III1'J21 ;>;:11

，지

셔

는 의비응 띠고 있아F

"

악기 연성

••ωo 승껴 조칭{Ï'l$) 의식으 앵" 얘는 쟁이 조장 의석

영씨"가 대려갱갱(κ

을앵항 예k에 "1얘 ~t;기 원생 규ι을씨 개 S)-;드 것이 영잉씌。 었는예

'" 장세자회착

의 ~r71연녕응 정일연양에 δ1얘 어떠엉는시 ~펴보도록 3냉다 양시찌희석써 영우

가 강석언디운 정에 셔 내연 • 공등정이 잉으요표 대연까 "1교얘보노휴 "1겠다
용서아여늬f은

= =
년 2영

년 2월 I Rffl'cl 갱 영

'.η년 9영

19Q 1년 8앤

""년?용 '""년 f월 "'"년 H영 웅 8"'t<ll 엉얘겠는디 j 。 승 것 앤찌인 뻐α8년
2월어는 전싱’j(~J:ô찌얀낀영했고， 그이후는진싱악~내히(써@응 갱셜3애었아

내엮는 선유약갱에&영용낯 tH를 공연안 예 연주-'iiJ-;드 익뼈아다 장서에희각의 공중
정옹 헨끼1-{lf~가 없니는 정이나
한연 엮의 8시예 중 1얘2잉년까 m~년의 내연은 'J끼^r'η싸샤 끼상샤지호 언가기}
잉셔얀 그이후는오두언7얻지성하여양씨자이객， 당C댄다 실해융등연 다응
과같다

〈표"'"쩔효 2잉 2업 니g걱 " '. .패 의i7ll':m'"

1기 갱%+，'셰얘 즈i ’ κ，，~ 고i ’값lõii'l，(.서~， .þ-l'l-~， ，..，.이 '"끼 '92-'썩

..μ 쉰‘’~

,8) ~c，fμ，π

응잉응약".，

"

'"ι ↑w잉 i증 2써정싱 ""ε!이 ε씨''''릭의 의1' 1 진잉

〈ξ

”

’

↑뺑고용 ~，일 Q새진잉괴 잉~~인 잊""잉m
%*、쳐악

니"창
정상인

박， 썩히 w 때긍"

거한고J，

얘，

M

당"척
4댐
2，Z￥℃。εl2챙， 비와
양2당， 왜곰
iij양~"i빵"혔，5l 장‘.'<< .> 쟁1‘
"1"1'<11,

o Kl~

,#1,

정" 냐〈없.)1， 호객;， 사.，하Z 용2 나찍Z

씨

쳐려，.급. 짱쩍‘ 1 ‘S소2 ， "1파2b，i혜공;， 항영1 현갱 Z 편용-" 앙고" 측"

I
(.ll sι ↑9기년% 이

7,.

,

생1

4얀 g 의 "째F엔 잊기

x

,",'•)

전잉악

악빵"향찍2z1l。lOl쟁，때"끔예"정 해엽1 짱잉1 거용고0，영/애}야"금웅
2 쇼u깅1>1-교
I，1유"종
Li I 육청，

이

내헤

정， 혔 uε적， 져세 '12 ， 값" 나4; 니반2

여

엔까

L

약， 쳐"

웰읍， 쟁" 양금"

알고I

때당" 현종a 연갱Z 앙져Z 용축소IZ
， u1약ζ 뼈갑ζ i앙양" 장고4
컨t.íIl ， 삭고" 융고，

어1 생1

즉 ，=년파 '""년에는 내얻샤 왕세가희작아 니"""

‘

션가가 없Z므후 약71연

성야 한전"축용았나 그러나，."년이후는내연에 헌"가진성외에w 현가가없
는 양‘ij，q.회각파 당라시i 얀 ‘~1l-?ÞI 대취의 악7 떤성에 있어서는 내연과 양시찌
회작아 깅았q，

장고호5 상세μ}희작애써 풍연원 갱재의 잉원응 애연에서와 똑경았다 에응 풍연

19) ~T t(I4Ø{，1lf!\.， 'l13.2Cb-:이'-; "，，-υ

., 딴ε，lÆØllll!;t，
m

잉3，32b-33b; 었〉‘，

아-"’b 언3，34a-δ)0; ~b.

,,) 1練 1써 01"' 얘애 8상아약‘4건의에언 § 징'.l*"l j이각파썩그써이얘
는 ’씨껴얘 。써 1써% 에'.l':ll='"-. 용.ll'"셔 \8131;1을 언업시 ?‘응 것이다

\9.\1 11 의야 용 ""ι” “’의 . . .치

ιs

'M년에 대친찬이 셔 공연8 갱재는 현선!<.(;lt띠.， 제수iKili~용) 수연생(’"

J>i) • %영우('IISU!l 용긍킥 (~oim' tp양은(꺼흥.~J' 7써l 전얀!(tl' À 111' 'IHt) 보
상".("ltifl llJ)

혀찌j.P，-(!li: lt’‘)

연섹혹지우(i!l tiló\;L~)

만수우(J;l;~JlI:)

우.jl( 1IJ

., 오영걷!(1i후 f~l) 정용도 ~~;J) 갱승우{'.JoJllm 헌써jμ.天ttJ 장생보연지
역1{f<1;'l1l'Z’‘) 포구애.，ε:lI!) 선유해 ι‘:lt!j.l) 영끼우'(M1J.n) 동 m용이고， 앙
세자회즈에서 웅연딩 갱깨는 헌선도 수연장

연액 S시우 안수우

포구팍 신유

학 경기우 춘앵전(~jlllij) 용 8용인데이중 7용이나P신간어서 공연원것이며 갱
재의 구성앤은 대진천에서와 경있t:p3)

3

公@ 배치의 변천

연양에서는이써사g등융위천읍"l1l"이 샤여꺼 E 용악파층아 공연잉t:}. 띠라

서 。 융 "한*긴융 !!-.'l<i↓기 외해 성융에 。 아 냉응 덧아루륙 잉사표 싼~1"'l7:l.는
데 이응 보게(염"'라고 한다 "' 낸{유영"1 운영한 스성λ때익 특성생 앙대이

양

비 공주 영부동역생갱적;<1'을융냥"'악당등이용수없도흥보거애 ?영C!Uf)
이나휘장용드러었0' 공연에치의앤천융상3얘기 와애 연지 주연。 나 여장으호구
푼원 보」에 유엉아 구계걱인 워시 용어를 살띠도흑

t ,,*,,}.

잉)h히~1J1lI ι 권씨.j4b; 37ol b,
씨사굉'.센얘용갱 g연 t생양깡아극:<^'어여의」 써&언구.， 1\.써서으역연구ι
잉써

lll~

.영웅잊 ~1 J3~

'"

1) 여성이 장여하는 연양의 공강 유형
애진연(대천연 얘긴객 아나회작용야영이 갱여경꺼능 연앙에서 용간옹 주염이나
휘캉으호호거)가어영제 냐뉘는，"' 애라 4깨의 유형으호구훈원다 그힘에서 진각

안옹천니H(&l어L 이와이호 연경되는 의우공간은 영~H~κL 영외에서 친갱 (~I!Ð
에까지 이으는 닝응 ，>!oJ.'F는 보깨이다

〈그영 "이써 ""듯이 i겨] 기h운r 응 주영이 가g요 갱게 드려쩌 용강H 등호 냐}
연 것용 아운형(二~M)A랴부프고 (그연 "에서 보X찌 보제 서쪽오서킥에 주영
이 세표로 길게 드여-~-:;r J↑로효 싹개 드리와 공간이 줄료 나년 것응 이운영 8랴

부르기g 안다

갱"

보께

15)

'I!>:n‘’”‘μ

""" ll b- 12>,

”ψJ 잉써용써"서'" 11 11'l"l "':;1;애씨

‘7

〈그잉 3)어서 보두깅1 보껴" 혹옥파 닝쪽에 주염이 가오~ 깅깨 드리써 용긴이

셋으g 니앤것융상g생(=;상""라푸르Q.， (그링3)‘써보웃이 ν」에낭옥"'1 서
쪽에 각각 가g아 세포호주령이 길개 드g 쩌 용간이 씨」으호 l.-p션 것은 싱얼형 8 약

부드;기g 한다 상F영 A는정일연1잉의 내연애아보。고 OJ서까회칙에서는나타나
지 않는융형이다

i

“ ”생 '"ι ’‘

Õ 1 51:>- 160.

••
잉g 익 '133"

의주(llIjf내 은기승셔@ 보제응 외지에 여파구에어E-< 홍보계Ol;:1ltÆl

‘.,

("'1

서보체

냥보체 잊 주 a안흥보겨1， 주영안 서보껴 라 쭈S기로 한다 그런예 상용쟁

에씨는냥쪽에 았는 a계가주영으로구용되써 잉을 똥 아니라갱쩌응추는보게보다}
인셔i 낮케 안을어졌으으호그육정홉 살허 .}보거U下I!!IJ)~ 푸으기g 얻이 이용 시
~격으효 엽게 우정힐 수 있도혹 gλl하a 다응애 강다

"'

는 주 a응 웃한다

’1싱사얘 갱언 갱신 산얘응"서융 걱영해 l찌 ~l"'， &1옥

ZS) 'W:Tι<i.i!fll.ι ‘P. U>> '1l:!U1'!!." "i!t'ft'rl!lJfIl"'""‘i%，:t ew.ø.;."‘I!-i"i~，上 ;l;:'l ll
‘@ι으 • •써 h찌 :;'''''õEj)-’‘π)~UH~I!-.lïj!j. '"썼"''-'!'I!~호，.‘ ’ll- iliÆll

"

'1i3'1ll‘”ι

에

.,‘…

b 야 g호 m주jÔtWJIlI .••• R ~ f'llð'~조8ι그1!!ltll)j.lUI\ili:1l':씨
!<â:lt..-.‘,:t;:r:: IZN,u.ItI!-.o\i.lïoil:. πu‘’.l'!i~_上lOI'Hl [Õ]， "'#;μ‘"’‘아‘I} ~i’

上효 t; ... #!I!t:< ilillllllε :i ll fl1j1'iJ>liJ:，

'，"‘，.. ι ‘(01) '1M!… m주‘"Õ'J!I\ -'-1<-1'，‘잉1!t-，.;~H￥*κ :i!1J.þ <:tlHilIl'IJP:
g上 ".“‘i흐’‘.r'll'llll ε .-.!!!“j\!r,t....
U :,

:t,,*‘J1.lI:"'II'

1째인 :응해용&>II XI IiIIfJQI i>Ji'치

。1-:;':-형

'1 분형

A

"

R

L호」혈드→강죠;폭겐--

냥보.계

(남3ι계)
삼분형

R

(서보쳐1]) (통보계)

하i지j

하".개

2J 영'.<þ}희작와 공연

"1 지

공연애지싼 양상자아익 깐거 애 셔 생겨~l-'드 것이으~ξ 연*끽 주-'ll'i긴 양λν아가 앉

는 유~l 를 소찌욕으ζ 상았다 연양은 애와 익에 앵해지는 당간으오서 응식상올 받
는 j띠가 정쩌 호 "융강잉하는 자리가 인다 왕세자의 경우는 앉응자라가 "1표

경용 안] 시샤운{lil;.끼 ι 응 낭고응삭융 앙는곳이μ 1'11-. "@"-'f야당상 냥영의 경윤
는 애 써j'f-j;'[)아 진‘

외Ui!rl:i에'" 잊 배연씨 Cfl'l--lntl가 각각 다으q.

(1) 182뼈 엉에''"찍 .，η
'"쩌녕 영세샤'1 식응 장정궁의 지경선 .9fii‘씨에서 앵애졌나 지경션용 'Ii、m
세 엉"으ζ 생각-(tTr.lI 이 용어 있는에 동 냥서의 .각'9-1 장액 (g!(!l에까지 잇얘이

"

~이"'~

보게를 안등었다"' 보깨 "ε데응 정께 가오 전에 주언이 드g 운 。 훈영 A<'1".ι
의주 잊 안 }오(-'iE*~ 융 강조아여 장서까여"l-"i 공연 애자를 션영하연 다\f;-->'I

강다 〈그." 강조
·얘빼

f씩샘"'1M 가 용역 g 정매 λ없 있l 공주 얘연~lOOll=!;) 가

갱셰써양엄 7，，*，1"il-"!-빼있l 영쭈뺑'PJ"~ 앙영써님'"

히P겨

"".

용주 얘셰jff;);l/r 캉내 액의 닝쪽 7애써 용뺑얘 있1 엮 i얘S까앙주"11-\ 아 잉약
에용끽"'뼈 있다

·영"1(f.l11-J

’

·램안흥빽

f$)

‘

빙부쇠 *P.!flt "이 잊다

째주정§얘야찌용S애’~""공주까명푸섹주"l(1~"')

이서익애잊다

·잉요깨

우>;;'<!tID이흩잉히어 응용주 ι 서!PJ<'t 0 영이그냥쪽1 녁 륙앵끽껴 암F하

고‘얘

〈정 1-1)그깅↑의안

g

E
I

g
•

~，익

"m

~-t

>9) 'M'tL!:nι 센 jgò!l;
.m아""

50 [J:t子 "， n n:ff 애얘

I iWliIi fξ

J:.. i"i-l"{l-Æ!J'‘ lllil~!! l'IJt~ 'f-

”‘’1 의써 g 용에 g 잉뼈

••껴1liil

.써

"

￥주야영우논켠얘 서쪽애서 웅"*여 %4<l"에에 재애 "π)정 우l 종주는선내

냥쪽얘서 욕.‘iν겨 a.고 영부는 욕쪽에셔 냥향히여 양아 ‘ 는디t 용악파 갱재는 주
영 양의 낭보거에 서 q영~)여 공연의 3으으표L 공주는 이예 갱쩌응 얀엉영 수 없E

영부는 주영융 흥δF껴 정언으표 갱.응 관앙양 수 있대 양씨1*는 웅*ιμ{ λF영하
여 앉아 았으으호 정쩌 강링이 어외시 앙'" 갱내 육육에서 냥향하I 있는 양부가 관

링하기에

좋은 우1치에 "') 있는 갱이다

M

양‘씨가 갱재 생양의 g연용 강수하연서 통어에서 샤양에여 앉 s 이유는 지극히
양은 양긍이 앉는 자리안 R쪽웅 여한 것이 다 이는 '+B녕 셔 중

영이 성e~E..호 λ 자에에 갱λF릉 안길 뜻윤 비지여

,;, ‘영에 서양아

샤U자호 히껴긍 승용냉 . .갖j

이 셔 냥연 lIlili)"'}'이 iζ" 흩 앙도흑 안 것이니 1용이하R는 용 아해에사 애애(πia);찌

고 。>>어 신 (~)61 i!J- 잉영도욕히익l-. .. .:il. 하" 영의갱 잉여약대간 동아 서ν4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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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영게 명우의 자익응 전대 획""에셔 냥양으jζ 아현안 것힐까? 에(i.eJ에서
신훈이 낮응꺼lt""은지와 양억는것융 협의하l지 않기 에운이다 왕이 용옹 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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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응 쟁의하지 양고 재게 • .，를 대푸.， 용께 하R는 것을 쟁의@지 않앗언 것이써
확인힌다'"

(인 써"년용~'^~

JÞ:‘’ ••

，m년의 앙세자회작 Eεξ '"킹 년써영 장경궁 지앵전에 셔 행해겼다 '""년 광

서l자희각얘서는 주령이 보깨 기운 ”용 7fJil.정역 드리웠지안

1829\'! 회 식f응 보쩌

서쪽 오서 .애 주영이 새호호 경깨 트리우고 가료로 영제 드리위 공간이 등표 나연

。"영 8 이 4. ，그링 "

깐초

.，내

。 R 것도징엉껴f'l 양았"

·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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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거1에서 서양S 애 앉아 있는'<-1]， 갱쩌가 보껴 7냥디”에서 용양찍여 중

연띄었으으표ζ 갱1 흥 정언에셔 아드。1 샤야호작관%싼수있c， 익ff'등이 영부융

용 수 없도흑 영에a써 앙에 주영융 드이잉으으"- 영외에 냥양 F져 없응 영부는주

영용 용5 여 갱재의 즉연융 용‘’R아였다 명응L느 '"$년에 '1얘 기꺼낸 기리oJlÀl -tl
영한다는 정에서는 c，아3지안깅써의 용연용강앙한운 g에서 I냥 용원얘였다
자 a 훈 밖에

?Þ' 잉는 잔얀소 앙상

냥정은 정쩌 관장응 잔찍 한 수 없나

β) 1887녕 g‘짜 .어 • •

，."년 장시I^r찍좌응 징복궁(잉 i경)익 안정션(~$!~)에서 앵해졌다 익옹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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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보계 앙에 주영이 드러혜었고 주언안 서보재가 있는 상문앵 B이다

·생

1빼영대1 써}상뼈쩨샤째잉다영쭈얘뼈。Vf

징내 중-".Hl %~야써 잉그ζ 영추얘연 가 선 H 욕숙 7 까 에 냥양에 : 나

• 영씨

영셰자의주경 • .，아t:.flI(1t후이 있냐

"'생저

가뺑여혐-!.f'i/'i'얘정얘를생l 잉cJ-. %:뻐냥";.7)싸에

진R 양상

냥갱의 ε갱생 ~1^)-.tl(lliiI~lol :11아

• 주염안 서보져

엉루의 주여파 :>)<)<&에 앙대

·하!I..JIl ;-õl-.찌의‘"파냐짜각각주엠’FJ<>1 !'.킥에있맨션짧아뺑
여 연주하고:11<1

• 하M 닝약 용
·예원，^'에꺾
히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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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야아@까 있다
갱잉τ싸JlI의 3 융 (m;'i')7)-아싸운밖뺑 λ옥써옹앵

"1'11외αi'l!t!lν} 대유응 엮 닝껴 7써” ‘*양하여 있다 jι

갱 S ↑e연 WVl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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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상상영주타
지사안

1m연씨능영셔까가웅보계에서 서양혀여앙아잉E 정재는 보체 7녕씨어서 용

"*껴 g영외 았으J므로 양서씨아 갱!’응 tl-*하기에는 최상이었지안 선내응 에우고
얘 i 히잉얻으표 "1증k나 그~.펴 l æ7';'] 왕세자이작에 는 =년서영 다이 양'.
지즉녕 전내외 웅f셔서 서양"껴 킹 "'1&5.'l.1OJ-. 그언에 정깨는 Q형경써 공연"았으

으로 서향히이 잉응 'Jι 찌]가안양하기에능은헨얘겼다그이나=년에는준영아
정재 공연 F을 앙얘 드이외져 。 느 누구나 주정을 용쩍 tl-~항 수입샌” 없었시얀
]쩌7년애는바보계의 익R특슬앙애 주염에 느라워져 잉셔싸샤에 F인 시야료갱재응

안‘r하게 원 정애 서 는 t..)<>}성나 갱내 욱옥 기]->7]-01'싸1 냥~")어 w즌 영각는 갱연에
서 확능인 사이으갱에릉 판~아세 헤어‘ 갱재 안@응 히앙으"항수있게 되었다

대유운 밖에 앉아 있는 진한소 딩장 녕셔은 갱재 강강@ 전혀 양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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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앙에주령이 드리우고 주영안서i져" 있는상운영 U

마 앙양용에서살펴온

것처영 상강영 B는 주영이 익공등 잎에 드띠워있이 하프잉 사야호 갱찌릉 굉엉장

수 았다는 정애에 이정의 이앤 꺼영보다도진보원 형얘연으므록 "'"년 이후 왕세
가"W~의 보계는 오푸 "용형 ，~ 양링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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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겨에 휴양야애 있 ι씨 딩영

닝갱 얘영인 H잉이여 있이씨

악잉여영 한차도 ξ 씨히연 디암얘 갇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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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갱쩌을정연으~강용수있다 그대신 .추는션애 서옥에서 용、얘에 앉아

3 으므i

즉연에서 l끼게 피아 다소 융연혀 졌다 선산'"' 양상 냥생의 시경끼} 얘허

약 깐응 원긴앤 양오훈 얀용에 아현용으호써 갱재 판강응 용 어 a 꺼 안 푼 안에 자
gν'1 아련도"디솟는 갱에서 애 *안 느낌융 방융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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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C 년 5영파 7월

1902 \1

4 일피 1 ↑얻용혜자펴

，~，년 5영의 양서까펴삭fε 경훈킹It\!e 영재의 앙’);i)의 Æ:I:lε에서 쟁해 겼

으"， 깅져 유영응 상용"J B"l마 양제낙융 요앙안내정재국λ”。 으료 왕씨X 는 용
대14'" 용려우고 용찍자희각의 의‘에도 약간익 연외i가잊게 되었씨얀 용도펴 주
끼ν} 아니으효 i싱 엄드요 을킥겠다

1901 ';'Ì

Y링의 황태자'1작의 웅인얘지는 영우얘연해등 에외하고는 11m 년의 경우

와낀다 즉 11m년예는영4'~ 연외 '1 선배에 았었능에 '""년 5원에는 양얘자와

cl'흔공간인 주연안서보게애에

9

에 외었cl. 갱이냐앙"1가주민써l 연"에서 영운

애연히가 전대에 았언언 걱。1 엉었던 것으호 "1유켜 .얘자i여각애써 영부 깨연외용

주영안 서보계에 "1샘언}이-l'rc는 핑얘X 블높이 g 는 의도각고 생각씬다 증래 양에
게는 λIJlil(pqJ1)하고왕세λ써]께재 .mH1'l앵었는에 앙에국응요앙한~~는영'.
아얘ι까지 g 횡디자껴제 시얘얀것에서도확인딩다'"이후""년 7임 11m년

‘원"'t 11 영 .얘자회작의 공연애치 오 이와 듀갔다 1∞1년 7월의 엉ι'l]X!예석도응
J>*，t연 t냥<-"1 앙다

‘ .) 'EE~l ，j!~lI\tiJ 에?μ

'il!$ IQ ,!!, a 'E jtl;+ft/I'IjJ" .:tcø.+!!II'" ’‘ffll-~III~Zilll

(‘“‘, ,
!l!Jl,
이1뼈야% 킨l.39b '''JI!:'ti'ï'l!. 8S ;I< H! jjIj’ tμ‘'<<1>':‘짜Z“‘“1

IIB l'lf!

에"잉‘”’ J I1'!'i'!r. t.1li il.iI!κ上.ßI\1l"'\'l쩌"-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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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론

외연(까용) 또는내연(써ε 의 정잉(표 H' 연영에 부수쩌으.'ò.

i\

얘지는찌*. .η)

은 ，~ 녕푸너 앵해~다 용도다른 용세샤회작에서 주인인 잉서아 잊 매연재 g 훗칸)

인 명우와 당앙 낭갱의 위시와 갱채공연 판링의 안계에 "얘사 실앤 것이 다 그 연

낀응요호갱.선 디용그 의 "1응

s 킹 석야 응연파공연 환랑의얀 을연에서 고. .

ν'"욕히μ1'=1.

ι"

'

ε3이대 .M~W- 인g영용‘ %응

용 g 역-잉

"'

(R6l

중상 ι깨 육"

I

WV:뼈 갱셔 X 써 영l 써지

정예 、，.

"'"년(순조 "'，에 는 앙끼자 가 갱l에잉어) 용억에서 서향"겨 앉고， ，잉9년(순조

'" 에는 동연겨1에서 서양하에 앉았으이 ，，.，년(고옹 ι;4)에는 띠써 전내 용격에서
서향에여 앉았'l 이형깨 서향하여 양ξ 것응 X 종전 영긍이 았는 ξ때의 냥양 좌석
융 에δ4셔L 잉긍에 대얀 공갱응 ，)어" 휘해서이다

그인데 1828'년에 갱재는 보게(염.，에녁 a츄""껴 종연도있는이 양셔찌 씌석응
정내얘 서양~'iL ~~iì'!:I'l이 갱재응 강링히}기에는 g연하으3ζ 연대걱 판정얘 셔 응 얘

τ 로양적이 아니다 오혀려 선대 냥양으X<앤딩 명운 좌석。1 갱 얘 판링하기에는

''''J 좋은 적4액이다

영부가} 냥향하여 앉응 수 있었년 것응 신용이 <，슷전 j 끼리는

서영응 영격히 지켜야싹지얀 신혼이 현격히 낮응 ，"능 농응 지k약 잊억는 것융 혐의
하지 양기 얘용。，\4.
전내 셔엉외 양씨j댁는 다명"져 공연되는 갱재를 판강하기에 이주 흥원한 위치

。 으호， 18 2) 년에 잉.~^\니γ샤는 용호거 ‘’‘야)에서 λ 언으3c 마연하고 갱얘는 중앙
보져에냐 용향하에공연떠오흑~=써 입급에대장용경융 X 극히하연시 정찌용

장 판링@ 수 있도흑 하었다 이 당시 연향윤 주도 g으효준비한 효영셔e'￥" 띠 F,
1 809-18，에의 갱〉얘에 대전륙연한판상으호'" 마쿠어용애 잉어연짙 었나 그러
나 이 얘치는 잉긍외 냥띤 좌석융 외힌다는 영안" 갱찌 강링이라는 두 ~，건융 충즉
시키기 우혜 깐때 ￥간융"우고 영외 ~*'부허 연영용간으표 λ)%#었으므후 장
쇼ν↑ 비중응 한갱 이 있었 tι
그외 6 쩌 1잃?녕고중 2↓에 항세사"는아이전얘셔양으로 rι연이고정져는욱

1>)

'm:'4-.. ' ‘ Ul Hi it fI‘0\'1\: 'iI <!'>>m xllt ‘lII fW=-! !l34l “g 중깅엉
"호 (상 얻긋정상얘연구띤

1999), 1(l7. 116킥

-,

'it.lllb

↑얘기 의빼

%08 g

'B써지 @

의 "'''' hI!서

히

힘으호용연되어 1828년따 써슷해졌에 그러나 '"갱녕애τ 천상악과 갱쩌 앙에 주

영이 드리외았어‘) 전내에서 잉서l자'l 영우7↑~협융 응해 정재를 판영해야갱지얀
]엉，"애는 ξ!%악 앙에주영아 느여우 있아 션내에서 찍드얀 시。s‘정쩌을 장강

항 수 있재 원 정어 ,147) 182잉년보다 니깅냉다E 안 수 있아 ，=년파 다친가지표
전대 닝잉으호 아현원 영우 자리가 갱재 싼당하기에 기장 종은 우 것 이다

'00'년에는 양세자}회직F어 서 정!써 판앙의 용연앙용 깅싸'ill연셔까” 그동흑

2

겨

왔언앙.~자에}서양얘 i 가 전대 냥잉으호 δ}때는외지척인 연화가잉이냥에 얘라

흑.~.으호 종연5 는 갱재융 앙λ 자가 , ' " 장 강잉"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산 ‘9푸
는 션대 서쪽애씨 옹킹~l쩌 앉아 았으으오 측연에서 보깨 되어 디소 용영얘졌다
대'"삐나왕

왕e 가 주인인 연양애써 핑서씨의 꺼양 3써응 당연히 지켜야영.

도이X 안 대명대 ]나양 잉 R 가 창씌하지 앙는앙세까회객F에서는셔얘용웅이 고
수용 영요는 없아고 여긴듯하다 이언 샤고킹죄의 정딴이 이주。 인 것은 연양에서

외 잦이아할수었는 갱재 용암의 용연 요소응 없앤다는윌!jl:성에서 알당원 것이겠
X 얀 용얘지켜오언양세자시영조「석융피“f히 냥향으료 B댐 에는 당λ벼 λ 얘적
상잉이 영양응 7-']j{응 것아다

1영6년영용와의~， 억 3ε약응영은이후 '1 국

엉국 특영

러시아 이얘리

프앙스등서양각국파 '1교싼제를벚용애 여따새호운 운응용경혹야에 되었고갱

이는생'.>IÞl;가주인잉 연양에셔는양에;:l가냥향하여 잉야도지존의 양옹공정'ilR는
의리에 저측띄지 않는，-.:};-등 샤l방식드"외 션한융 7]-겨오꺼1 었용 것이다
'W;년 대얻에궁 션포 。 후에 에푼 4시에의 양얘 }의작으1 애치는 영"의 째연외

U1'i:il'j~)7l 경애용향에셔주영안서보계 웅양으호 O 뀐 정용제외하고는 '00'년까
같다 즉 양애;:J-E 언~ 혹빙의 냥향 좌F녁에서 확E잉 사야표 g명히앤 공연되는

“)우야영얘써드이우년 간씬갱씨의껴서 연주하R 얻건써"얘앗셔1<잉이의

e 것이깅 4
끼) 이응 써회 S 외 킹쩌 t‘ 의연 S 양안 것으 ，고 영

.....，.성여야

]쩌 얘생여각파 1 뺑 얘

인이연셔 써 ~ 또ε 잉@ 가 j씬얀 써조 에찌R 뺑’1 <1<'，즈신샤'1 ~인 갱생쩍용」
~.

1S"è)

‘" 이정피 ’Jilt;f71 ~얘-"!-i''l!에 1

성엉펴웅연 R책 애 {l GlÐ 'il 써 셔웅대 %에갱용악.

파 ~'t't'엄 "IA't.에양-J. 16-1>5, 44 , 45쪽

a

등잉 g익 ~I" 잉

갱재용 갱~~ 판링하고， 영투는 주정안사보껴 에” 주영융 용i애 정재의 측엉응
용영하였다 ‘'"'좌와 양부애연애용 셔g 약은 앙간F에 얘치한것응 잉->11;<}등 농
이는상갱적얀죠치이다
환영 §셔μ}이작에서 도강각 당상 낭갱'1 얘연와는 1잉9 년약 '00년여 는 응 암
에 애(되었X 안 • ..，년。후소하￠에와 R 시에의 용 즉푼안쪽에설치'1 에 당

상 냥갱이 아갱얘 δ1해 얘려원 강이 있다 그언에 ""、호 대전회식써서 이마 당
λJ 낭갱이 -" 안쪽에 애

도 었니}가 .=녕 i이작에서 ~ 이끼

R

익애 애차원 것을

보E 이는 장소의 징엉μ. .아도 판에원 것 경다 장고호 회각잉죠:는 1829't!은 창
경궁 자경천， 1848-년은 청경궁 용영천 .=년은 경욕궁 만경천

."，녕은 정혹궁

강녕갱 "'"년 S원옹 정운궁 정운‘f이었4.
이상 궁중연양은 당순껴 승파 응식응 을여 야기우{!*iíI:)lI)흘 용링'"는 앵사가 아
냐라。1강새희 구현융 위한 에 ii 와 9에흥)이 경tl-'"셔 "을N! 앵시F 프표L 연양강

석자약 정져~연의 위 iν+ 경양 우1주Sε안 갱얘일 수 없었언 운펴정 엑허F이 ."으
". 예를 지커언애 갱재관영융 "융 킥으표 하기 위한 양양2ζ 주인과 연깅υJ석자의
자" 갱째 공연 주영의 외치 응이 언해온 파갱옹 고양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