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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ocial problem of teens becomes one of the important social issues. Adolescence 

is the intermediate stages of childhood and adulthood. Teens have not find their identity at 

this time. That reason is why teens and the old generation are disconnect. That arise from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he nuclear family, entrance examination-oriented education 

system. So they are wandering in the popular culture and the cyber-space. Therefore, 

families, schools and state should have interesting and understanding for teens, and should 

strive that teens establish a self established identity. Specially, ethics education using 

traditional culture will help to establish their identity, and that provide self-esteem and pride 

about korean traditional culture. This is the reason why culture contents that is based on 

Korean traditional culture have to make for te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basic data that will help in the development 

Korean traditional cultural contents for teens.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s will search the 

following matters; first, what is ritual for Coming-of-age, second, various forms of ritual for 

Coming-of-age and Korean modern ritual in order to grasp the meaning of the ritual for 

Coming-of-age, third, costume and meaning of costume which has in both Kwan-Ryea as 

Korean traditional ritual for Coming-of-age and Korean modern ritual. This study will 

compare Kwan-Ryea with traditional ritual of modern.

Key Words: Teens(10대 청소년), Culture for teens(10대 청소년 문화), Ritual for Coming-of-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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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최근 사회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문제가 가

치관의 부재로 인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이

는 청소년들이 매스 미디어와 인터넷의 발달로 

책보다는 IT환경에 더 익숙해 있고, 윤리적, 사

회적 가치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로 청

소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자

신의 주체의식이나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상

태에서 모든 성인들의 문화를 ‘걸름’ 없이 받아

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잘못된 문화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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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제

대로 정립할 수 있도록 돕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의 한 방안으로 

전통 문화를 이용한 청소년 성년례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황미선(2011)의 연구에

서 나타난 것처럼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도 

하지 못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

에 대한 질 좋은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함으

로서 청소년의 윤리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노

력을 하는 것과 더불어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

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은 더욱 큰 효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여성가족부(2008)의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우

리나라의 지역사회나 기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년의 날 기념행사는 만 19세가 된 청소

년들이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이 되는 것을 축

하해주고, 진정한 성년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

을 일깨우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한

다. 또 과거의 우리나라의 성년례인 ‘관례(冠禮)’

를 현대화한 전통성년례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

여하며 주체가 되어 윤리교육을 현장에서 체험

할 수 있는 문화라고 볼 수 있어서 청소년 문화 

콘텐츠로 적합한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당

대의 패션이라고 할 수 있는 복식의상은 그 시

대의 문명과 사회,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방식, 

특성 및 예술적, 경제적 측면까지도 잘 보여주

는 귀중한 문화사적 자료(봉헌숙, 이상은, 2000; 

강선자, 1982 재인용)가 되기 때문에 관례 복식

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교육적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관례의 의관(衣冠)을 통하여 관례

(冠禮)의미를 전하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가 

청소년에게 전달되어 청소년의 윤리관과 가치

관의 정립을 통한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청소년 성년례 문화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형태의 

성인식과 그 의미를 알아보고, 최근 우리나라에

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인식의 형태를 살펴보고

자 한다. 또한 성년의 날 기념행사 중 행해진 전

통성년례의 복식을 살펴보고, 형태와 의미에 있

어서 우리나라 과거의 성년례인 관례(冠禮)의 

복식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 조사를 통한 선

행연구와 우리나라의 전통 성년례인 관례(冠禮)

의 절차, 관례 복식의 형태와 그 복식이 담고 있

는 의미를 알아보았다. 현장으로 가서 알아보기

에 어려움이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인식과 

의미와 우리나라의 2010년, 2011년 성년의 날 

행사와 그 행사 중의 일환인 전통성년례의 형태

와 그 복식을 인터넷을 통한 기사와 자료, 블로

그에서 살펴보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과 청소년 문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

보호법(2012)」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

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이란 생애전과정

의 한 단계로서 사회·문화적 특정집단을 가리키

는 것이며,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년기의 중간

에 있으면서 성년기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아동

기와 청소년기를 구별하는 것은 육체적인 변화

이며, 청소년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정신적인 혼란과 불안감을 겪기

도 한다(윤형숙, 2001). 또한,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적 발달과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

적 발달을 경험하게 되며, 동시에 자신의 성격, 

취향, 가치관, 능력, 관심 등에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시기

이다(선미진, 위은하, 2011).

청소년의 문제가 부상하게 된 것은 우리 사회

의 급격한 도시화, 중산층의 성장, 고학력 사회 

형성과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인한 아이들의 주

인공 의식 팽배, 여권신장으로 인한 가부장권의 

몰락, 가정 내의 평등한 권력구조의 형성, 그리

고 대중문화의 급격한 유입과 확산, 그로 인한 

문자문화의 쇠퇴와 이미지문화의 성장, 상업주

의와 오락성의 만연, 다양성을 존중하는 풍토와 

같은 변화로 인한 세대간의 단절 때문이다.(김

영철, 1999) 세대 간의 단절은 기성세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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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저항으로 분출되었다. 청소년들은 학

교와 사회의 규범에서 이탈을 경험하게 되고, 

일부 청소년들에게서는 환각제, 학교 내외의 폭

력, 학교거부와 중퇴의 증가, 혼전 성관계와 미

혼모 문제 등 다양한 ‘청소년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다. 학교생활의 억압과 스트레스, 부조리에 

대해서도 교내 폭력과 ‘왕따시키기 현상’같은 

산물로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청소년들은 청소

년 문화인 대중음악과 인터넷 가상공간 안으로 

도피의 형태로도 나타나고 있다(윤형숙, 2001). 

김소영(2008)은 청소년의 문화를 사이버공간에

서 친구를 만들고, 대화하고, 배우고, 놀면서 네

트워크를 형성하는 커뮤니티 문화, 음악, TV, 영

화, 애니메이션 등의 영상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모조적 이미지의 세계에서 즐기는 펀(Pun) 문화, 

인터넷 세대로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서로 특정 

관심이나 지식을 공유하고, 여러 집단 활동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가상문화, 문화적 결핍

을 채우고, 문화 자본에 상응하는 사회적 자존

심을 제공하는 팬덤(fandom) 문화의 4가지로 나

누어 고찰하였으며, 김영철(1999)은 청소년 놀이

문화를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서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며, 청소년의 놀이를 학교 생활적 

놀이, 대중 문화적 놀이 그리고 환각적 놀이로 

나누었다. 최영갑(2003)은 청소년이 정보와 지식

을 매개로하는 사이버 문화에 가장 많이 노출되

어 있으며, 그로 인해 폐해 역시 청소년이 직접

적이 대상에 속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윤형숙(2001)은 청소년들

과 세대 간의 단절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에서 

대화를 통한 세대의 차이의 인정하고 존중해야

하고, 학교에서는 입시교육보다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

리를 가르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세워야 한

다. 또한, 가정과 학교가 연대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체험을 구성하고 성찰하는 언어를 개발

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하며, 

교육제도 자체의 변화와 교육목표의 재설정을 

위하여 가정과 교사가 연대하여야 한다고 하였

다. 한영민(2007)은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 활동

이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신체적·심

리적·지적 발달과 자아정체감, 자기주장, 공정성 

등에 긍정적 결과가 있다고 하였다. 김영철

(1999)은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정착시

키기 위해서 우선 ‘교육방법으로서의 놀이’를 

청소년 문화라는 특수한 분야에 제기해야 하고, 

둘째는 청소년 놀이문화의 실재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셋째는 청소년의 놀이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해야한다고 하였다. 

2. 청소년과 전통문화

전통이란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

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

오는 사상 관습 행동 따위의 양식(정준모, 2012)

이며, 전통문화는 과거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상

징·가치·의식·규범·기술·도구 등 을 총 망라한 

넓은 개념으로서 일반적으로 가치문화, 규범문

화, 도구문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김미경, 

2012: 재인용, 박동석, 1995).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

안으로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상이

나 문화를 접목시킨 연구를 살펴보았다. 최영갑

(2003)은 사이버 문화를 청소년에게 올바른 문

화로 정착하기 위하여 근본을 중시하는 전통 교

육의 도입과 기성세대의 물질 중심적 사고의 전

환, 전통과 전통사상에 대한 인식 확산과 보급

을 통한 거시적 방법을 제시하며, 전통사상은 

올바른 청소년 문화 정립의 역할을 하기에 충분

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소인정(2009)은 

환경적 요인으로 발생된 현대의 청소년 문제의 

윤리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율곡의 

윤리교육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도덕적 의식

의 부재와 인간성 상실로 초래되는 현대의 청소

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 윤리와 

문화를 현대적 시각에서 음미하여 바람직한 것

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하였

다. 남병훈(2008)은 물질문화와 정신문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효 문화’는 많은 사람들이 폭넓

게 따를 수 있는 현대적 효의 규범이나 가치관

을 제시해 주며, 인터넷 세대를 고려한 효 문화

를 대중화하는 방안으로 효 문화 콘텐츠 개발, 

영상과 음향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 학교 

교육에 있어서 효 교육 강화를 위한 행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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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리나, 유명의

(2003)는 문화프로그램은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동시에 그것이 현재에도 

계속 생명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것은 청소년들에게 문화를 전달하는 주요한 통

로 역할을 함으로서 문화적 상징 및 가치의 주

요한 원천으로 작용함과 더불어 사회화의 주요

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

유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종가 생활문화 현장학

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 프로그램은 종가 

전통생활문화를 계승한다는 점과 지역 청소년

들에게 지역의 가정생활에 대한 문화적 원천을 

실제 체험하게 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청소년 문

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통문화를 

현 시대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21C형 청소

년 문화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도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성인식과 전통성년례

사전적 의미로 성인식은 성인이 되었음을 축

하하는 의식이고, 성년식은 성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통과의례라고 한다. ‘통과의례’란 사람

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통해 행해지는 예(禮)

를 말한다.(이길표, 최배영, 2003) ｢여성가족부｣

(2008)에서는 성년의 날에 행하는 성년례를 ‘성

년이 되는 청소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

와 의무를 선언․자각하고, 공적인 맥락에서 자아

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통과의례’이

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 1항」(2008)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여성가족부」(2008)에서 실시

한 성년의 날 행사에 대한 조사에서는 ‘......실시

하는 곳이 거의 없으며, 그나마 형식적이고 천

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지루하게 실시되어지고, 

변질까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성년의 날 행사가 몇 살부터 이루어지는지, 어

디에서 하는지,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모르고 있

고, 그 중 행사에 참여해 본 청소년들은 진행하

는 절차가 번거롭고 지루하다고 하였다.’고 한

다. 따라서 성년의 날 행사를 통해 올바른 성인

식의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행사 진행과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성

인기의 중간단계로 이해하고, 이들의 육체적, 정

신적, 사회적 변화를 기념하기 위한 ‘성인식’이

라는 의례를 수행한다. 직업의 분화가 심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가 크지 않은 부족사회, 전통

농경사회 등 전(前)산업사회에서 아동기에서 청

소년기로의 변화는 중요한 사회적 지위 변화를 

의미하였기 때문에 성인식은 특히 성대하게 행

해졌다. 성인식은 자녀세대(신세대)가 부모세대

(혹은 기성세대)의 경험을 배우는 세대 간의 연

속을 상징하는 의례이기도 하며, 성인식 기간 

동안 일정한 연령에 달한 소년·소녀들은 자신들

의 속한 일상적 공간을 떠나 격리되어 따로 성

인식을 행한다. 성인식 동안 청소년들은 성인으

로서 알아야 할 지식이나 역할에 대해 배운다. 

혹독하기까지 한 훈련을 받기도 하고, 할례나 

문신, 신체 일부의 절단 등 신체적인 변화를 통

해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공공연하게 표시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었고, 남녀의 구별된 성인식을 

통해 젠더(gender) 정체성을 배웠다.(윤형숙, 2001) 

여성가족부(2008)와 김은희(2010)의 연구에 

나타난 각국의 성인식을 살펴보면, 일본, 미국, 

중국은 법으로서 성년의 나이를 정하는 입법례

이며, 독일과 스위스는 지능과 정신연령을 측정

하여 기준을 정하는 성년선고(成年宣告)의 제도, 

프랑스는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성인으

로 인정을 하고 있는 자치산(해방)의 제도를 가

지고 있으며(두산백과, 2012), 그 외에는 통과의

례 형태의 성인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인

식을 하는 나이는 법적 행위를 허용하는 나이인 

18세에서 20세이며, 통상 만 20세가 많다고 한

다. 미국의 인디언들의 ‘비전트리’와 유태인들의 

‘바르 미츠바(Bar Mitzbar)’, 인도네시아 발리의 

‘마따따하’ 등과 같은 전통적 통과의례로서 성

인식을 하는 경우의 나이는 13세에서 15세로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로서 성인이 되기 위

한 종교적 의식이나 인내심이나 담력을 테스트

하여 성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으로서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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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에 혼례 전 어른으로 인정받

기 위해 행해지는 일종의 성년식인 관례가 있었

다.(이길표, 최배영, 1999) 이문주(2002)의 연구

에서 관례는 성년의 나이에 이른 사람의 머리에 

관을 씌워주고 성인으로 대우해 주며, 성인의 

행동을 하도록 책임을 지우는 의식이다. 우리나

라의 과거에는 관례를 행하여 어른으로 인정받

았지만 현대에는 법적으로 성년의 나이를 규정

하여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성인이 되

고 있다. 이 때문에 미혼의 어른이 증가하고 있

고 실질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신체적

인 면 뿐 아니라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야 하는 지에 대한 사회적 규정이 필요해졌다고 

하며 성년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정신, 조희

진(1999)은 현대사회에 맞는 집단 성년례의 구

성 원칙과 이를 기초로 성년례 본래의 의미를 

되살리면서도 현대 생활에 합당한 의식과 절차

를 제시했다. 전통성년례인 관·계례와 집단 성

년례의 구조를 비교하여 성년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 「어린이 세계의 퇴장과 새로운 어른으

로서의 진입」에 대한 상징성을 살리는 성년례

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신상구(2010)는 관례(冠

禮)가 조선시대에 공식적으로 폐지 된 적이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맥이 유지되었던 이유

는 관례를 통해서 가정, 사회에서의 자신을 돌

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인지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며, 자신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현대에 있어서 관례의 

필요성을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

한 바람직한 가정교육이나 인성교육이 어려워

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위의 연구들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급격한 사

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기성세대와의 단절로 정

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청소년

들의 윤리적 가치체계를 정립하여 정체성을 확

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청소년 문화에 

전통문화를 접목하는 것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전통문화 중 아동에서 벗어나 성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알려주고자 행하는 성

년례인 관·계례가 청소년 문화로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우리나라의 성인식의 형태

1. 우리나라의 성인식 형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살펴본 성년의 날 기념

행사는 주로 만 19세의 성년 대상자가 있는 대

학, 군부대를 포함하여 각 시･군에서 각 지역의 

향교와 성균관 청년 유도회의 주관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그 형태는 다양하여서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 의식의 성년례, 성년 축하 선물과 

기념행사를 하는 성년례, 성년 선서와 성년 선

언을 통한 성인식과 포상을 하는 성년의 날 행

사도 있고, 주최하는 기관에 따라 전통 성년례

인 관례를 그대로 재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

부분의 경우가 「여성가족부」에서 제안한 형

식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림 1, 

2>는 서울예술종합학교의 성년의 날 행사에서 

행해진 성년선서를 와 성년이 되는 것을 축하해 

주는 공연이다. <그림 3>은 성년의 날을 선물과 

장미꽃으로 선배들이 축하해 주는 호서전문학

교의 성년의 날 행사이다. <그림 4>는 16세가 

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원천교회의 종교적 

성년례이다. <그림 5>는 충남대학교의 성년통과

의례로 연못에 빠뜨리는 성년식이다. 

2. ｢여성가족부」의 표준 성년례 시범 프로

그램 중 전통성년례

「여성가족부」는 2008년 표준 성년례 시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표준성년례를 기본으로 

행사를 실시하되, 제각의 특색 있는 문화가 전

승․창출될 수 있고,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지역

별 행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실시하도록 권장하

고 있다. 이 표준모델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국

가 행사, 16개 시･도, 각 지방자치단체, 기타 단

체 행사(가정, 학교, 회사, 개인)의 기준을 만들

었다. 특히 11개의 시범 프로그램 중 창동 청소

년 수련관에서 실시한 성년의 날 행사는 성년통

과의례Ⅰ에서 전통문화체험을 하고 성년통과의

례Ⅱ에서는 관･계례로 성년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자가 성년례에 대한 인터넷 자료를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전통 성년례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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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성년선서 
(출처: http://blog.naver.com/sac_art)

<그림 2> 축하공연 
(출처: http://blog.naver.com/sac_art)

<그림 3> 선물과 장미꽃 축하
(출처: http://blog.naver.com/microka)

<그림 4> 교회성년식
(출처: http://www.woncheon.or.kr)

<그림 5> 충남대 성년 통과의례 행사(연못에 빠뜨리기)
(출처: http://miracllee.blog.me/20128531537)

는 곳에서 창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제시한 성년

통과의례Ⅱ의 관･계례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Ⅳ. 전통성년례 복식의 형태와 의미

1. 전통성년례 복식의 형태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이 강했던 시대라 여

자가 관직에 나가는 경우가 없고, 남자만 관직

에 오를 수 있었다. 따라서 여자의 관례는 시집

가기 전에 하여 머리를 올려 쪽을 지고, 비녀를 

꽂으며, 어른의 옷으로 갈아입음으로서 여자가 

성인이 되어 혼인을 올릴 수 있다는 의미를 부

여하는 단가례로 행해졌다. 따라서 여자의 계례

는 혼례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비해 

남자는 관례를 치름으로서 성인으로 대접받으

며, 입학이 가능하고, 혼인을 할 수 있으며, 관

직에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부여 된다. 현

대에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사회에서의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가례로 행하

던 계례(笄禮)보다 삼가례로 행했던 관례(冠禮)

를 대상으로 그 복식을 살펴보기로 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관례와 계례 복식 

중에서 당시 여자보다는 사회인으로서 성인의 

책임을 요구했던 사대부(士大夫) 가(家) 남자의 

관례복식을 ‘주자가례, 사례편람, 광례람’ 중심

으로 살펴보고, 인터넷자료를 통하여 그 모습을 

확인하였다. 

1) 관례(冠禮) 복식의 형태

관례는 남자 아이가 상투를 틀어 올리고 관을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 사대부

가의 관례에는 머리에 쓰는 모자를 세 번 바꿔 

쓰는 ‘삼가례(三加禮)’ 형식으로 진행된다. 관자

(冠子)가 관례를 올리기 전에는 관례를 치르기 

전까지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옷을 

입고 시작한다. 관례를 하는 과정에서 어른의 

평상복, 외출복, 예복의 순서로 바꾸어 입음으로

서 점차 자신의 뜻을 높여 가도록 하는 문명화

된 의식을 통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취의욕을 북돋워 준다.(이윤정, 2002) 

따라서 관례 전 복식(초출복), 초가례 복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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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사규삼의 앞 
(출처: 문옥표 외 3인, 增補四禮便覽 p.七O)

<그림 7> 사규삼의 뒤 
(출처: 문옥표 외 3인, 增補四禮便覽 p.七O)

가례 복식, 삼가례 복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장관자(將冠者) 복식(초출복)

머리는 쌍계(雙紒)를 하고 어린 아이의 옷인 

사규삼(四揆衫)과 늑백(勒帛)을 입고, 채극(采屐)

을 신는다.(남후선, 2002) 

① 수식(首飾)

쌍계(雙紒)는 쌍상투를 말하여 머리의 중앙에

서 좌우로 틀어 올린 두 개의 상투로 되어있다.

(남후선, 2002; 이윤정, 2002; 김혜경, 2002; 김선

숙, 2008; 이영임, 2005)

② 의(衣)

사규삼)은 결과삼이라고도 하며 남견이나 명

주로 만들며 동자들의 상복(常服)으로 중치막

(中致莫)의 한 종류이다.(이영임,2005) 옷깃이 맞

대어 있고 둥근 소매에 옆과 뒤가 트인 것이다.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깃과 소매끝, 옷자락 양

쪽 가장자리와 아랫자락에 가선을 댄 옷으로 동

자의 평상복이다.(문옥표 외3인, 2000)  이정옥

(1990:재인용)은 사규삼의 바탕색은 청색 계열에 

속하는 것이니 음양오행 상으로 동쪽을 상징한

다. 동쪽은 만물의 태동이 시작되어 생명의 본

뜻을 깨닫게 하는 원생(原生)의 의미를 지니며 

양(陽)을 상징하고 양의 본성은 양(養:기르다,성

장하다)이다. 그러므로 사규삼은 음(陰)에 대응

하여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원기인 단단함･하늘･

군자･덕을 상징하는 길하고 상서로운 의미와 함

께 생명의 본뜻을 깨닫고 바르게 양생(養生)하

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이윤정, 2002). <그림 

6>는 증보 사례편람에 나타나 있는 사규삼의 앞

면이고, <그림 7>은 사규삼의 뒷면으로 만드는 

법을 제시하고 있다.      

늑백(勒帛)은 행전을 말한다. 채극(采屐)은 나

무나 짚 따위로 만들어진 신의 범칭으로 신발에 

여러 가지 색으로 장식하여 곱게 꾸민 신이다. 

그러나 증보 사례편람에서는 채극이 사내아이

의 신이므로 깊이 구애받을 필요없이 사내아이

의 신는 것으로 대신하여도 된다고 하였다. 광

례람에서 채리(彩履)는 비단신이다.

     

(2) 초가례 복식

장관자는 쌍상투를 풀어 합발(合髮)하고 상투

를 튼다. 관빈(冠賓)의 축사 후에 치포관을 씌우

고 그 위에 복건(幅巾)을 씌운다. 관을 쓴 관자

는 심의(深衣)로 갈아입는다. 

① 수식(首飾)

치포관(緇布冠)은 상투를 싸기 위한 조그마한 

관으로 백관의 조복과 함께 머리에 착용했던 금

관을 축소시킨 모양이다(석주선, 1971). 동자 때 

쓰지 못하던 치포관을 처음 쓴다(김선숙, 2008). 

<표 1>은 박길수(2011)의 치포관 연구에 나타난 

치포관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복건(幅巾)은 1폭의 포(布)로 만들어진 두건

(頭巾)을 뜻한다.(남후선, 2002) 미혼남자가 통상

예복에 착용하는 것으로(석주선, 1971), 초가례 

때 치포관 위에 쓴다. 복건은 치포관과 마찬가

지로 검은 천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에 나타난 

“불망고(不忘古)”의 정신은 의례복에 담긴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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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심의
(출처: http://navercast.naver.com/contens.nhn)

<그림 11> 심의와 복건
(출처: http://blog.naver.com/gby2030)

<그림 12> 복건, 치포관
(출처: 박길수(2011) 치포관 연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규장각 소장본 『성리대전』본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본

影印本

(景文社, 1977)
<그림 8> 緇冠『朱子家禮』「家禮圖」 深衣冠履之圖 <그림 9> 緇冠 『朱子大全』「深衣制度」 緇冠

(출처 : 박길수. (2011). 치포관 연구. p.19, 53, 54)

<표 1> 치포관의 형태

을 대표한다(이윤정, 2002). <그림 12>에서는 복

건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복건을 볼 수 있다.

② 의(衣)

심의(深衣)는 원만하고 반듯하여 사사로움이 

없고, 곧고 평평하여 그 뜻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옷이다. 따라서 선비들은 일상에서 연거복

(燕居服: 집에 있을 때 입는 옷)으로 심의를 입

어 너그럽고 편안한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지켜

야 할 법도를 벗어나지 않는 군자의 도를 지키

려 노력했던 것이다(이윤정, 2002). 심의는 의

(衣)와 상(裳:치마)을 이어서 채색으로 가선을 

두른 것을 말한다. 유건과 심의는 동방의 기본

형으로 제도라고 하기 보다는 동방풍속에서 예

의를 갖추는데 착용한 옷이다(석주선, 1971). 백

세포로 만들어서 관례 시 주인 및 참가자의 옷

이나 관자의 옷으로 사용되었다. 심의가 처음 

입혀진 기록은 고려 예종 때이며, 조선시대에는 

유학자들이 관혼상제복으로 애용하였다. 심의라

는 명칭이 붙여진 것은 몸을 깊이 싸도록 재단

된 것으로 그 제도가 규(規:법), 구(矩:모서리), 

승(繩:선), 권(權:대소,경중), 형(衡:저울)의 재단

오법(裁斷五法)에 의해 그 뜻이 심원하기 때문

에 심의(深衣)라 이름이 붙여졌다(남후선, 2002). 

심의는 재단부터 깊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그 본뜻을 잃지 않고 그 뜻을 생활 속에서 

늘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선비들의 글에 옷 마

름질 법까지 상세히 적어 심수한 뜻에 따르고자 

했던 것이다. 

대대(大帶)는 심의에 두르는 대이다. 백증(白

繒: 흰 비단)으로 완성 넓이는 2치이며 길이는 

허리를 둘러 앞에서 묶고 다시 묶어 두 고리를 

만들어 늘어뜨리고 나머지는 신(紳)으로 하여 

치마길이와 같이 한다. 검은 비단으로 신의 양

쪽 가장자리와 끝을 장식한다. 조(條: 끈)는 대

대의 서로 맨 곳을 묶는 끈이다. 오색실로 짜거

나 청색의 작은 끈으로 만든다. 길이는 한가운

데를 접어서 그 양끝이 내려짐이 신(紳)과 같이 

한다. 흑리(黑履)는 검은 베나 검은 비단을 종이

에 배접해서 재료로 한다(문옥표 외 3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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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흑단령
(출처: http://blog.naver.com/)

<그림 14> 청도포와 혜
(출처: http://csn6110.blog.)

<그림 15> 세조대
(출처: http://blog.naver.com/)

(3) 재가례 복식

재가에는 초가관을 벗긴 후 관빈의 재가 축사 

후에 재가관을 씌운다. 관을 바꿔 쓴 관자는 재

가례 복으로 갈아 입는다. 

① 수식(首飾)

모자(帽子)에는 대모(大帽)와 소모(小帽)가 있

다. 대모(大帽)는 입자(笠子: 삿갓)로 창이 넓은 

모자이며 비와 해를 가리는 것이다.(문옥표 외3

인, 2000) 흑립(黑笠)은 입자 중에서 가장 대표

적인 것이며, 보통 흑립은 말총으로 엮어 품질

이 좋은 것은 상류사회에서, 낮은 것은 서민층

에서 착용하였다(석주선, 1971). 소모(小帽)는 사

(紗)나 나(羅) 혹은 단(緞)으로 만든 것이다. 감

투이다.(문옥표 외 3인, 2000) 『가례집람』에서 

“대모란(중략) 관례 때에는 결코 쓸 수 없고, 소

모란(중략) 비록 평상시에 쓰는 것이지만 지금 

사람들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연거시에 항상 쓴

다(중략) 부득이 재가 때에 모자를 쓰고자 한다

면 이 사(紗)로 만든 것과 같은 것을 써도 될 것

이다.”하여 시속(時俗)의 제도에 따르는 것이 합

당함을 말하고 있다(이윤정, 2002).

② 의(衣)

조삼(早衫)의 만드는 법에 대해 우암(尤庵)은 

“지금의 흑단령(黑團領)과 같은 것이니, 대개 검

게 물들인 상의(上衣)는 모두 쓸 수 있다.”고 했

다. 또, “상복(常服)은 바로 지금의 도포와 같은 

것이니, 검은 물을 드리지 않았더라도 지금 청

색 물들인 것으로 만든 것도 대신 쓸 수 있다.”

고 했다(문옥표외 3인, 2000). <그림 13>는 흑단

령을 입은 모습이다.

도포는 소매가 넓고 직령이며 뒤가 두 자락으

로 된 옷으로, 조관(朝官) 사서(士庶)가 항상 겉

옷으로 도포를 착용하였는데 길복(吉服)으로 청

색(靑色), 상복(常服)으로는 백색을 착용하였다. 

유생이 도포를 착용하면 공복(公服)이 되고 제

복(祭服)이 될 수 있었다. 도포에는 신분에 따라 

세조대의 색이 달랐지만, 수많은 색이 있어서 

제도를 떠나 자유로이 선택했다(석주선, 1971).  

청도포(靑道袍)는 조삼이나 흑단령 대신으로 재

가에 입을 수 있었다. <그림 14>은 청도포와 사

방관이다. <그림 15>는 도포에 매는 세조대이

며, 견사를 꼬아 만든 세조대로 도포와 함께 사

용되었다.

(4) 삼가례 복식

삼가례에는 재가의 관을 벗기고, 관빈의 삼가 

축사 후에 삼가의 관을 씌우는 것이다. 관자는 

재가의 모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관을 쓴 후에 

방으로 들어가 공복으로 갈아입는다. 

① 수식(首飾)

복두(幞頭)는 공복을 입을 때 쓰는 관이며, 새

로 급제한 사람도 쓰는 것으로 사모와 약간 비

슷하다. 사모와 같이 앞 쪽이 두 단으로 되어있

지만, 사모는 둥근 모양이고 복두는 각이 진 모

양이다. 뒤에는 좌우로 날개가 달려 있다.(문옥

표 외 3인, 2000; 이윤정, 2002) 사모(紗帽)는 국

가제도에 따라 문무백관이 모두 착용할 수 있는 

관복 즉 제복에 병용한다. 3품 이상 당상관은 

유문사(有紋紗), 이하 당하관은 무문사(無紋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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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난삼과 유건
(출처: http://blog.naver.com/un0407)

<그림 17> 앵삼
(출처: http://navercast.naver.com/ content)

<그림 18>공복, 사모, 화, 혁대
(출처: http://arts.search.naver.com/service.na

ver)

를 사용하였다(석주선, 1971). <그림 18>에서 사

모를 볼 수 있다. 유건(儒巾)은 흑포(黑布) 혹은 

흑저(黑紵)로 접은 건인데 유생 통상예복으로 

도포나 두루막에 병용하였다(석주선, 1971). 복

두가 없을 때에는 유건 또는 연건도 사용하였다

(문옥표외 3인, 2000). <그림 16>은 유건을 쓴 

모습 이다.

② 의(衣)

관직이 있는 사람은 공복(公服)을, 관직이 없

는 사람은 난삼(襴衫)을 착용했다. 난삼(襴衫)은 

조선조 초기에는 생원이나 진사가 입던 예복이

었는데, 이것이 관례에 도입 된 것이다(이윤정, 

2002; 남후선, 2002). 남빛 비단이나 옥색 비단으

로 만든다. 사계(沙溪)는 “청흑색 비단으로 넓이 

4-5치 되게 령(領)의 가, 소매끝, 옷자락 끝을 장

식한다.”고 하였고, 우암(尤庵)은 “만드는 법은 

단령(團領)과 같은데, 곁에 귀가 한 잎이다.”라

고 하였다(문옥표외 3인, 2000). 영조이후 난삼

이 보이지 않고 고종 31년을 전후해서 천담복에

만 옥색의를 입었으므로 길일에 입는 복색은 길

함을 뜻하는 앵삼(鶯衫)으로 바뀌면서 그 이름

도 앵삼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난삼의 색

상 배합은 청견(靑絹)에 조록(皂綠)은 청흑 배색

을 옛날부터 길복에 많이 사용한 것이다(이윤정, 

2002; 남후선, 2002). <그림 16>은 난삼과 유건

을 쓴 유생의 모습이고, <그림 17>은 앵삼이다. 

대(帶)는 난삼에 매는 띠이며, 조대(條帶) 또는 

영대(鈴帶)라고도 한다. 실을 엮어서 만들며, 허

리를 두 번 감고, 그 나머지 가늘어진 곳에 작은 

방울 두 개를 달고 나머지는 뒤에 늘어뜨린다. 

양쪽 끝이 서로 합하는 곳에는 큰 방울 하나를 

단다. 없으면 가는 조대(條帶)로 대신한다. <그

림 16>은 난삼에 조대를 맨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목이 높이 달린 신인 화(靴)는 조선조 백관

의 공복에 신던 신이다. <그림 18>은 공복과 사

모를 쓰고 화(靴)를 신고 있는 그림이다.

2) 최근 전통성년례 복식의 형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방자치기관이나 

대학, 기업, 각 지역의 향교, 문화센타 등에서 

‘성년의 날’ 기념행사로 ‘우리나라 2008년「여성

가족부」에서 만든 표준 성년례 시범 프로그램’

을 따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성년례를 기본으로 행사를 실시하되, 제각의 특

색 있는 문화가 전승․창출될 수 있고, 지역의 실

정에 맞게끔 지역별 행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

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과 형편에 맞게 진행되

고 있었다. 그 행사 내용 중에서 전통 성년례로

서 진행되는 관례와 계례의 복식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그림 19>는 서울시의 성년의 날 행사에서 

실행한 전통성년례로 복식은 남자는 도포와 유

건을 사용했으며, 서울시장이 성년자에게 유건

을 씌우면서 관례를 하고 있다. <그림 20>은 평

택시의 행사로 대표자는 관복과 대, 사모를 사

용했고, 뒤쪽에 보이는 성년자는 도포를 입었지

만 관(冠)은 보이지 않는다. 유건을 쓰는 것으로 

관례를 행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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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수원시, 축사
(출처: http://blog.naver.com/kspnews) 

<그림 23> 연천군, 전통성년례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그림 24> 구미시, 전통 성년례
(출처: http://blog.daum.net/gumicitypr/312)

<그림 19> 서울시 행사(관례) 
(출처: http://wow.seoul.go.kr/ph)

<그림 20> 평택시, 성인식
(출처: http://blog.naver.com/sungsamo01ot

o/theme_view.jsp)

<그림 21> 수원시, 관례
(출처: http://blog.naver.com/kspnews/1301

08964854) 

21, 22>는 수원시의 행사로 사규삼을 입고 치포

관을 쓰는 초가례가 있었지만 심의 대신 난삼을 

착용하고 있었다, 갓과 난삼이 보인다. 초가례가 

끝난 후, 갓과 도포를 입는 재가례와 사모와  공

복을 입는 것으로 삼가례를 하였다. <그림 23>

은 연천군의 행사로 사진 상으로는 바지, 저고

리에 조끼만 입었다. <그림 24>는 구미시에서 

진행한 전통 성년례로 각대를 두른 앵삼을 입었다. 

<그림 25, 26>은 화성시의 행사이며, 남자는 

도포에 유건과 조대를 사용하였다. <그림 26>은 

초례를 행하고 있다.  <그림 27>은 울산향교와 

울산 여성회관이 함께 진행한 성년례로 검정 두

루마기를 입고, 갓을 사용했다. <그림 28>은 양

서고등학교의 행사이며, 도포와 유건을 사용하

고 있으며, 도포를 직접 입으며, 도포를 입는 법

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9, 30>

은 동해향교의 행사로 2010년 성년례는 도포와 

유건과 조대를 사용하고, 2011년에는 대표자는 

앵삼과 사모를 쓰고 있고, 뒷줄의 성년자는 도

포와 유건, 조대를 입고 있다.

<그림 31>은 양근 향교의 행사로 초례를 하

고 있으며, 도포와 유건을 사용했다. 하지만 도

포의 옷고름을 제대로 매지 못했다. <그림 32>

는 대구향교의 행사로  도포와 소모인 갓을 사

용했다.  <그림 33>은 경주향교의 행사로 정확

하게 확인 할 수는 없지만 성년자가 도포 또는 

두루마기를 입고 대기하고 있다. 

<그림 34>는 대정향교의 행사이며, 역시 도포

와 유건, 조대를 사용했다. 전주 향교 <그림 35>

의 남자 대표자는 사규삼와 복건을 입고 대기 

하고 있으며, 가죽신인 화가 앞에 놓여있다. 뒷

줄의 성년자는 도포와 유건, 조대를 매고, 행전

을 하고 있다. <그림 36>에서 심의를 입고 있고 

상투머리를 만지는 것으로 보아 재가례를 행하

는 것이며, 또한 두 그림에서 대표자의 삼가례

가 있었던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서대문소방서에서 실시한 성년례에서는 전통 

관례와 계례를 재연했다. 남자는 전통관례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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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화성시, 전통 성년례
(출처: http://blog.hscity.net/663)

<그림 26> 화성시, 초례
(출처: http://blog.hscity.net/663)

<그림 27> 울산향교, 2011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그림 28> 양서고등학교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그림 29> 동해향교 
(출처: http://www.kwnews.co.kr/nview.asp)

<그림 30> 동해향교 
(출처: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

<그림 31> 양근향교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그림 32> 대구향교, 2010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그림 33> 경주 향교, 2011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

가례를 진행했다. 복식은 남자는 <그림 39>에서 

초출복인 분홍색 바지, 저고리 위에 사규삼을 

입고, 금박이 둘러진 복건을 쓰고 들어와서 초

가례를 시작했다. <그림 40>은 치포관과 복건을 

쓰고, 심의와 대대를 매었지만, 조대는 없다. 

<그림 41>은 재가례의 관을 바꾸는 절차로 복건

을 벗고 갓을 쓰고 있다. <그림 42>는 재가례 

의관인 소모인 갓과 도포를 입고 푸른색의 조대

를 매었다가 삼가례의 관인 복두를 쓰고 있다. 

<그림 43>은 삼가례가 끝난 상태로 복두와 앵삼

을 입고 있다. 신은 가죽신인 혜를 처음부터 끝

까지 신고 있다. 서대문 소방서는 관례(冠禮)를 

그대로 재연하였다.

인터넷 기사, 블로그의 사진과 글로 살펴 본 

성년례에서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었기 때문

에 관례 복식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유추 해

석을 하였다. 수원시, 평택시, 구미시, 용인시, 

전주향교, 서대문소방서에서 주최한 행사에서는 

대표자는 삼가례를 진행하였으며, 삼가례 복식

으로 초출복인 사규삼, 초가복으로 심의, 재가복

으로 도포와 갓, 삼가복으로 앵삼과 복두를 사

용하였다. 대표자 외의 나머지 참가자는 미리 

준비해 둔 도포와 유건을 착용하고 있다가 유건

을 갓으로 바꾸어 쓰는 것으로 관례를 대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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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부산여성문화회관, 2010 <그림 38> 관례

(출처: http://blog.naver.com/bswoman)

<그림 34> 대정향교, 2010.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

<그림 35> 전주향교, 2011
(출처: http://reporter.korea.kr/reporterWeb/

getNewsReporter.do)

<그림 36> 전주향교, 2011
(출처: http://reporter.korea.kr/reporterWeb/

getNewsReporter.do)

다. 연천군의 행사를 제외한 행사에서는 모든 

참가자가 도포와 조대, 유건 또는 갓을 사용하

였고, 연천군의 행사를 볼 수는 없지만, 바지, 

저고리, 조끼를 입고 있었다. 사진으로 보면 함

께 성년례를 하는 여자 성년자가 활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더 이상의 의관은 없을 것

으로 추정되었다. 전통성년례의 복식 도포와 유

건 또는 갓, 조대를 사용 하였으며, 두루마기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대표자 이외의 성년자는 

모두 참관자의 입장이 되어 도포만 입고 기다렸

다가 유건이나 갓을 쓰는 것으로 관례를 행하기

도 하였다. 

‘서대문소방소의용소방대 성년의날 행사(2010)’

에서는 과거의 성년례인 관례를 조선시대 사대

부가의 관례를 그대로 재연하였다. 

2. 전통성년례 복식의 의미

이윤정(2002)의 연구에서는 관(冠)은 성인(聖

人)이 조수(鳥獸)에게 관각(冠角: 뿔)과 염호(髥

胡: 턱수염)가 있는 것을 보고 인간에게도 관

(冠)을 씌워 외형상 수식을 가함으로써 신분을 

구별토록하자는 생각을 한데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며, 또한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 짓는 외형상

의 수식을 가하되 성년자만 관(冠)을 씌우고, 관

(冠)의 종류도 신분에 따라 달리 하자는 생각에

서 머리의 장식을 통해 인간들을 구분 짓게 되

었다고 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관례에 

있어서 관을 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2011년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전통성

년례의 복식을 살펴보면 이 관(冠)을 바꾸어 쓰

는 것이 지닌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림 

19>는 유건을 씌워주는 관례를 행하였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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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초가례,

사규삼, 치포관

<그림 40>
초가례,

심의, 복건

<그림 41>
재가례,

소모(갓)씌우기

<그림 42>
삼가례,

복두씌우기

<그림 43> 
삼가례,

앵삼과 복두

(출처: http://blog.naver.com/ho6043)

21>은 성년대표자가 상투와 치포관을 하고 있

다. <그림 36>에서는 상투머리를 한 성년자를 

볼 수 있다. <그림 37>에서도 대기 하고 있는 

성년자는 유건을 쓰고 있고, <그림 38>에서는 

유건을 갓으로 바꾸는 것으로 관례를 하고 있

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현행 전통성년례에서는 

관(冠)이 없는 상태에서 관(冠)을 쓰거나 쓰고 

있던 관(冠)을 다른 관(冠)으로 바꾸어 쓰는 것

을 중요한 절차로 행하며 관(冠)이 의미하는 것

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으로  관례를 하고 진

행하고 있다. 

증보 사례편람이나 광례람에서 치포과과 복

건, 사규삼과 심의의 제작법과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의관(衣冠)이 지

닌 의미가 성인이 되는 것의 의미와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성년례 복식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례 복식은 외형적으로 복식

제도의 차별에 따른 의관으로 바꿔 입으면서 신

분의 상승을 표현하고 있다. 초가례에서 아동이 

어른의 연거복(燕居服)인 심의로 갈아입으면서 

어른으로 인정받고, 재가례에서 어른의 외출복

인 조삼이나 청도포을 입고, 아동은 사용할 수 

없었던 가죽신, 가죽대를 사용함으로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표현하였으며, 삼가례에서 어른

의 예복인 난삼을 입거나 공복을 입음으로서 공

적 신분상승을 표현한다. 이러한 관례 복식은 

외형상 모습에서도 점차적인 신분의 상승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衣)와 관(冠)에는 모두 

조상의 윤리관과 사상이 담겨있다. 아동의 옷인 

사규삼은 곧은 깃으로 굽히지 않고 꿋꿋한 마음

으로 중심을 잡으라는 뜻을 표현하고, 소매의 

형태를 둥글게 함으로써 원만･겸허･복종을 나

타내어 부드러움과 강함의 조화를 지니고 성장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옷이다. 그 뜻이 심

원하기 때문에 심의(深衣)라고 이름 붙여진 어

른의 연거복은 재단오법에 의하여 공경과 겸손, 

정치를 곧게 함으로써 방정하게 함, 마음을 고

르게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또한 

심의는 12폭으로 만들어 천지의 수에 합치되고, 

음양의 자리를 나누고, 사시의 운행을 차례 짓

고, 건곤의 상을 싣고 있기 때문에 심수한 법상

이 있고, 손익의 마땅함을 얻고 상하의 뜻을 정

하여 위를 섬기고 아래에 임할 수 있으며, 자신

을 닦아 남을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심수한 

문장이 있다. 또한 너그럽고 너그러워서 한 몸

을 두루 가리어 일찍이 드러난 곳을 볼 수가 없

고, 넓고 넓어 사례를 편안하게 하되 감히 함부

로 태수(怠隋)하지 않기 때문에 심수(深邃)한 제

도가 있다고 한다. 재가복으로 흑색의 조삼(早

衫)을 사용하는 것은 어른이 되어서 잊지 말고 

항상 근본을 생각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삼

가복으로 입는 난삼은 관직이 없는 생원이나 진

사의 예복이다. 관직이 있는 사람은 최고 예복

인 공복을 입었다. 이와 같이 자기 신분에서 최

고의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나라에 

책임을 다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

이 삼가례를 하는 동안 갈아입는 외형적인 상승 

표현의 각 복식마다 그 안에 깊은 의미를 지니

고 있고, 또 그 의미를 따라가며 자신의 뜻을 높

여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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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의욕을 북돋워 주는 복식이다. 

반면 최근 이루어진 전통성년례에서 복식은 

또한 대표 성년자가 삼가례 복식으로 관례 복식

을 모두 사용하였던 것에 비해 대표 성년자를 

제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도포와 조대를 입고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인 한복 

중에 도포와 두루마기가 성인의 외출복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이것은 어린 아

이에서 어른으로의 변화를 어른의 외출복을 입

는 것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조사 자료의 기사내용에서 전통성년

례 절차 상 현대식으로 변형된 삼가례의 절차에

서 관을 씌워주며, 관(冠)의 의미는 언급되었지

만 의(衣)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되어있는 기사

는 없었다. 이것은 최근 이루어지는 전통성년례

에서는 절차를 복식의 의미보다 중요시하며, 수

식(首飾)을 바꾸는 절차와 그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관례(冠禮)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

례 복식에는 성인으로서의 전환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복식 중 어른의 외출

복인 도포를 입는 것으로만 행하는 것으로는 관

례 복식의 깊은 의미를 전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관(冠)을 바꾸고 관(冠)의 의미만

을 설명하는 것으로 관례를 행하는 것은 형식에 

치중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성인(成人)으로서 

덕(德)을 쌓고 점차 뜻을 높여가라는 의미에서 

성인의 평상복(平常服)·외출복(外出服)·예복(禮

服)의 순으로 등위를 높여 관(冠)과 의(衣)를 갈

아입히는 삼가례(三加禮)’의 의미를 다 전달하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어른의 사회적 

책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관(冠)과 복(服), 모

두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어야 하며, 그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윤리교육과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청소년 

성년례 문화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기 위해 성년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인식의 형태로는 성년의 자격을 검증하여 

성년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성년식과 일정한 나

이가 되면 축하행사로 성년식을 하는 경우로 구

별되었다. 성년의 입법제도에는 입법례와 함께 

성년선고 제도, 자치산제도도 있었다. 법적 성인

의 나이는 18~20세 정도이며, 이 시기는 2차 성

징이 나타나 육체적으로 성인과 같은 조건을 갖

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의무 교육 시기를 지나 

법률 행위를 허용하는 시기이다. 또 다른 형태

로 어린아이가 2차 성징이 나타난 후 결혼을 하

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인 13세~15세에 통

과의례를 거쳐 성인으로 인정해 주는 형태도 있

었다. 육체적으로 혼인이 가능한 나이에 가정을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정을 책임지기에 

필요한 인내심이나 필요한 일들을 알려주는 것

을 목적으로 행하는 전통적인 성인식이 법으로 

정한 나이에 성인이 되어 법률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축하해 준다는 현대적 성인식보다는 

성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요소들을 체험

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성인식의 형

태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 2012년의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대하여 인터넷자료 조사 결과, 

만 19세의 성년이 된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학이나 고등학교, 군부대 등의 공공기관과 각 

시, 군에서 지역 향교와 성균관 유도회의 도움

을 받아 기념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교회와 여성회관, 시, 군과 별도로 향교

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의 형

태는 「여성가족부」에서 제안한 2008년 표준 

성년례 시범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전통성년례와 함께 축하공연과 전

통문화체험을 병행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

났다. 그 외에 표준 성년례가 아닌 전통성년례

인 관례를 그대로 재연하는 경우도 있었다. 표

준 성년례에서 하는 전통 성년례는 삼가례의 형

식으로 이루어지는 관례(冠禮)와는 달리 각 기

관의 실정에 맞게 도포와 유건과 같은 기본적인 

전통 복식을 입고 진행하면서 삼가례를 생략하

여 관(冠)을 씌우고, 축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또한 술을 배우는 초례를 대부분은 행

하고 있었고, 또 전통성년례에서 자를 부여하는 

자례는 자첩을 수여하는 것으로 대신하거나 생

략하고 있었다. 전통성년례의 형식을 축소하는 

이유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관례의 절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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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관례복식의 준비가 어려우며, 또 현대

에는 자(字)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친구들끼리 축하행사로 선물과 꽃

을 주거나 친구들끼리의 자축 술 파티, 전례를 

따라 물에 빠뜨리기 같은 자체행사도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친구들끼리의 축하는 성년례의 의

미인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부

분이 결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반면에 

표준성년례를 따라 이루어진 행사에 참여한 성

년들은 인터뷰를 통해서 그 행사를 체험하며 성

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표현하였다.

  전통성년례의 복식을 살펴본 결과, 관례의 

의관(衣冠)은 부모가 관자에게 바라는 바를 담

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있는 관자는 그 의

관을 갈아입는 동안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

야 하고, 주변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관자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초가례 

복식은 개인의 성품과 윤리, 재가례 복식은 사

회적 윤리, 삼가례 복식에서 공인으로서의 윤리 

표현을 담고 있다. 이에 비해 2010년과 2011년

에 행해진 전통성년례의 복식을 살펴본 결과, 

전통성년례를 행하는 기관에 따라 복식의 형태

가 다르게 나타났다. 시, 군 등의 기관이 주관하

는 행사에서는 단체복으로 도포와 유건을 준비

하여 집단 성년례를 행하였는데, 대표자는 상투

를 틀고, 관(冠)을 쓰는 절차와 관례(冠禮)의 초

가, 재가, 삼가의 예를 행하였지만, 다른 성년자

는 참관자로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도포를 입고 

기다렸다가 관(冠)을 쓰는 절차만을 시행하여 

자칫 잘못하면 대표자의 들러리가 될 수 도 있

을 것으로 나타났다. 성균관 유도회나 향교의 

도움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통성

년례는 절차에 의존한 성년례를 행하고 있었고, 

복식에 나타나는 성년례의 의미는 전달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성년례를 통해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

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관례는 자신의 정체성

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정신적 불안감과 혼란 

속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관례 

복식을 이용한 성년례는 옷을 세 번 갈아입는다

는 것이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청소

년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복식인 한복을 입어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즈음에 바지·저

고리와 사규삼, 심의와 복건, 도포와 유건 또는 

갓, 난삼과 복두 또는 공복과 사모를 입어보면

서 한국복식문화 체험과 함께 한복을 바르게 입

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 될 수 있었

다. 또한, 현대의 성년 기념식에서 선조들의 윤

리의식을 담고 있는 관례 복식을 활용하여 성년

례를 하는 것은 성인의 책임에 대한 의미를 가

르쳐 줄 수 있는 효과와 더불어 전통 복식의 소

중함과 우리 옷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는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영상, 음향과 같은 대

중매체들을 이용하여 그 복식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이 

일상이 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예(禮)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기초 자료로 하여 각 중, 고등학교

에서도 입시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청소년들

의 성년례를 통하여 예(禮)문화를 살리고, 청소

년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위한 성년례를 체

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한다. 관례에 관

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용한 동영상을 이용하

거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대중스타를 이용한 

스타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우리나

라 전통성년례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

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

를 개발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한

국 전통의 고급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문

화 중심의 세계화에 있어서 큰 자산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전통복식문화를 현대 성년례에 도입

시켜 세계화 시대에 우리만의 전통문화로 계승 

발전시켜야 하며,  전통성년례를 국가와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적 문화콘텐츠로 만

들어 가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남자의 성년례 복식을 중심으로 연

구를 하였기 때문에 조선시대 사대부 여자들이 

행하던 계례(笄禮)의 복식과 현대에서 행해지는 

여자 성년례복식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못했다

는 제안점을 가지고 있다.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여자들에게 사회적 책무

가 주어지지 않았고, 가정에서 여자로서의 역할

만 주어졌던 시대적 상황이 계례를 단가례로 행

하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는 여자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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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과 똑같이 사회적 책무를 담당할 수 있

다. 따라서 성년례가 단가례 또는 삼가례로 행

해지더라도 남자와 여자의 성년례의 형식이 동

일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성

년례 문화콘텐츠의 개발을 위해서는 계례의 복

식과 현대에서 활용하게 될 여자들의 성년례 복

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하고, 그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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