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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성년의 날 기념 전통성년례

성년의 날을 맞아 조선시대의 전통방식에 따른 성년

례가 열렸다. 20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통성

년례에는 1999~2000년도에 출생한 남녀 청소년 각각 

50명씩 참가했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이 예지원이 주관한 이날 전

통성년례에서는 성년이 되는 이들이 입장한 후, 본격적

인 전통성년례는 성년례의 거행을 하늘에 알리는 퍼포먼

스인 고천의식을 시작으로, 성년례에서 부모 역할을 해 줄 

주인(김대영·대한민국지식중심 이사장)과 주부(박지윤·

예절차문화전문가)가 입장했다. 

이어 의례를 이끌어줄 큰손님으로 박귀종 본지 발행인( 

아시아 장애인 태권도 연맹 총재)과 백순화씨(차문화예절 

교육자)가 참석했다. 

성년례의 핵심 절차인 가례(加禮)로, 성년자로서의 복

식을 갖추는 절차다. 

성년자의 복식을 갖춰 입는 가례에서는 여자는 쪽과 비

녀, 족두리, 당의를 착용하고, 남자는 망건과 갓, 도포를 

착용한다. 찬시자는 장관자에게는 망건을 씌워주고, 장계

자에게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아 주었다. 그 다음, 갓과 족

두리를 씌워주고, 도포와, 당의를 입혀줬다. 

그 다음 순서인 초례(醮禮)에서는 성년자에게 차와 다식

을 제공했다. 초례는 큰손님의 축사, 성년자 큰손님께 재

배, 큰손님 성년자에게 답배, 그리고 성년자가 차와 다식

을 먹는 순서로 진행됐다. 

큰손님의 초례 축사 후 성년자는 큰손님께 절을 올렸다.

성년자가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할 말씀을 수훈례(垂訓

禮)라고 하는데 참가자 모두 수훈첩을 들고 수훈을 다 같

이 낭독했다.  

마지막으로 성년자는 부모님과 내빈께 성년이 됐음을 

알리는 큰절을 고하며, 성년됨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마무

리를 했다. 

◆전통성년례의 의미   
전통사회에서는 남자의 성년례는 관례, 여성의 성년례

는 계례라고 했다. 

관례는 땋아 내렸던 머리를 올려 상투를 틀고 관을 씌운

다는 의미에서, 계례는 땋아 내렸던 머리릍 틀어 쪽을 찍

고 비녀를 꽂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년례는 자신의 달라진 차림새를 통해 자신의 달라진 

위상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 

주는데 의미가 있다.   

전통성년례인 관례와 계례가 조선시대 고종 연간에 있

었던 단발령과 복식제도의 변화로 인해 없어졌으나 정부

에서 1974년 4월 28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면서 성년례라는 

명칭으로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단위로 시행하고 있

다. 성년의 날은 제정 당시 4월 28일이었으나, 1985년부터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변경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시대의 관례와 계례
조선시대의 관례와 계례는 사당에 성년례의 시행을 고

하는 고유례, 의례를 이끌어 줄 큰손님을 초청, 그리고 어

른으로서의 의관을 갖추는 가례, 어른이 내려주시는 술을 

마시는 초례, 자를 지어주는 절차, 그리고 다시 어른이 됐

음을 사당에 고하고 친지와 이웃 어른께 인사를 드리는 순

서로 진행됐었다.                                       <글•사진=이효선 기자>

“전통 성년식 통해 인간의 도리 아는 성인이 되길 당부”

성년의 날을 맞아 20일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열린 전통성년례 중 고천의식이 펼쳐지고 있다.

전통성년례에서 큰손님이 입장해 주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성년을 맞은 남성들에게 갓을 씌워주고 있다.

초례 행사에서 성년자에게 차와 다식을 주고있다.

성년자들이 부모와 내빈들에게 성년이 됐음을 알리는 인사를 

하고 있다.

성년을 맞은 여성들에게 쪽두리를 올려주고 있다.

1999~2000년 출생자 대상 행사 가져

남•녀 전통복식 입고 경건함 되새겨

바뀐 차림새 통해 달라진 위상 확인

성년 따른 사회적 책임•의무 일깨워

수훈 (垂訓)이란?
집에 들어오면 어버이께 효도하고, 밖에 나가면 이웃

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한다. 또 책을 읽어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선을 행해 본래의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 조

용히 있을 때는 마음을 다잡아 올곧게 하고, 움직일 때는 

바깥 사물과 잘 조화 되도록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을 채

찍질 할 때는 용맹스럽게 하고, 자기 몸을 지킬 때는 끈

기 있게 해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해야 할 따름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