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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하이힐 디자인의 특성 및 연대추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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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analysis and to date guidance of European high
heeled shoes in 18th century.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stylistic analysis of high heeled shoes from literature review
and museums resource. 14 comparative study on shoe objects dating from 1600-1790 in the Museum at F.I.T., New York,
Museum of Art, Boston and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were sele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high heeled shoes were accomplished by protection, social status and exaggeration of
body, decoration and fashion. (2)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study of Museum objects and literature, characteristic anal-
ysis of high heeled shoes from 1700-20s, 1730-40s, 1750-60s, 1770-89 and 1890-1900 were accomplished. (3) Significant
elements of European women's shoes from 18th century that aid dating are identified as the presence of white rand, shape
of tongue, heel shape and height, latchat, toe shape, color and materials.

Key words : high heeled shoes, shoes design, 18th century, characteristic analysis, dating guidance, rand, latchat,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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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발의 역사는 항상 인류의 역사와 복식의 발달 및 문화사

적 가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현대에 이르러

부분적인 디테일보다 의상의 전체적인 이미지 전달 및 토털 패

션의 마무리 역할을 담당하는 신발(김민자 외, 2001)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다양한 신발의 종류 가운데 하이힐은 복

식 및 신발 디자인의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패션 아이템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으며 여성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더욱더 증

대시킬 수 있는 패션의 조형물이라 하겠다. 외국의 유명한 박

물관이나 갤러리에서 패션의 역사와 발전을 보여주는 각종 전

시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역시 다양한 신발 유물의

전시이며, 국내에서도 이태리 구두 특별전(아주미술관, “걷는

예술전,” 2006년 12월 22일-2007년 2월 20일)이 개최되어 일

반인과 디자인 전문가 모두의 호평을 받아 전시를 성공리에 마

친 결과를 낳았다. 

서양 신발의 역사적 고찰에 관한 몇 편의 연구(권현주,

2000; 김명웅, 2004; 김민자 외, 2001; 박찬부, 1986; 최경화,

1992)가 국내에서 진행되어왔으나 그 내용이 광범위하며 구체

적인 시대적 구분이나 신발의 스타일에 따른 집중 연구 및 실

물조사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8세기 유럽 하이힐의 형태적 구성 요소와

디자인적 특성을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하이힐

유물의 연대 추정을 위한 기본 지표 및 특징을 제시하고자 한

다.

본 연구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힐의 기원 및 발달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18세기 하이힐 유물의 실물조사를 통한 디자인 특성을

분석한다. 

셋째, 18세기 하이힐의 디자인 요소를 추출하고 그 특징을

밝힌다.

넷째, 연대추정을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 그에 따른 요소별

특징을 밝힌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 및 문헌

에 나타난 유물 및 사진 자료를 통한 하이힐 디자인의 변천

및 특성을 고찰하고,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18세기 하이힐 유

물들을 직접 조사하여 디자인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연대 추정을 위한 지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하이힐 디자인의 기원 및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18세기 하이힐 유물에 대한 실물조사를 병행함으로서 디자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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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간이 되는 역사와 문화의 다양성에서 파급되는 하이힐 패션

의 디자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하며, 이를 통해 복식과 신발의

역사 및 디자인 연구의 primary source 와 참고자료를 제시하

고 더 나아가 현대 하이힐 디자인 및 제작 방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 본 논문의 의의를 두고자한다. 

2. 하이힐의 역사적 고찰

2.1. 하이힐의 기원 및 발달

하이힐의 기원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견해로 분류할 수

있다.

2.1.1. 신체보호 

최초의 하이힐은 실용적 목적의 신체보호에서 시작되었다는

견해로서 더러운 오물과 젖은 흙으로 가득한 유럽지역에서 신

발과 의복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덧신(over shoes)의 일종인

패튼(patten)의 역할에서 하이힐의 디자인이 시작되었다(Laurie,

1996/2000). 지면으로부터 발을 높이 올림으로서 발과 신발 및

길게 차려입은 당 시대의 드레스를 깨끗하게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신발의 굽을 고안하게 되었을 것이

며, 특히 중세시대부터 패션의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한 패튼

(patten)의 영향은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Fig. 1은 중세시대 뿔렌느와 함께 착용되었던 패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Van Eyck과 Barga의 중세 말 회화작품(Fig.

2)에 등장하는 패튼의 모습으로 초기 패튼은 두꺼운 나무나 코

르크 통굽 위에 가죽이나 천을 이용해 만든 끈을 부착시켜 제

작한 샌들 형태로 보이고 있다. 18세기에 제작된 철소재의 패

튼(Fig. 3) 역시 보호이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

해준다. 

2.1.2. 신체확대 및 신분상징

하이힐이 가장 처음 착용된 기록은 3000여년전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2인치 높이의 통굽형 신발 한 족이

Thebes 지역 기원전 10세기 무덤에서 발굴되었는데 이는 고대

그리스 연극의 아버지, Aeschylus가 연극공연을 할 때 주인공

에게 착용시켰던 높은 통굽형 신발, Korthornos(Corthurni, Fig.

4)의 형태로 알려져 있다(Rossi, 1989). 특히 하이힐 전파에 가

장 큰 공헌을 한 터키인들의 하이힐 문화(Fig. 5,6)를 예로 들

   

 Fig. 1. 회화 작품에 나타난 Patten

        Martin de Barga, 1450-75(좌)

        Jan Van Eyck, 1434(우)

Fig. 2. 중세 말 Poulaine와 함께 착용되었던
Patten (Bossan, 2004)    

  Fig. 3. 18세기 Iron Patten(김선아, 2005)

   

 

   

Fig. 4. Korthornors를 신고 있는 그리스 조각상
   (Bossma, 2004)

  Fig. 5. Chopine을 신고 있는 터어키 

      귀부인과 하녀(김선아, 2005)

  Fig. 6. 터어키 Chopine

       (Museum of Fine Art,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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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하인과 귀부인의 굽 높이가 서로 다르게 착용되어 신분의

차이를 극명하게 나타내었고 이를 받아들여 유럽 전역에 하이

힐 패션의 서막을 열었다. 쇼핀(chopine) 역시 신분의 상징과

신체확대의 개념으로 해석되어지는 패션조형물 중의 하나이다.

Fig. 7에서처럼 자신의 키를 마치 자신의 지위처럼 올려주었던

높은 쇼핀에서 내려와 휴식을 취하는 모습은 실용적이지 못한

굽의 지속적인 착용과 발달에 대한 해답을 준다. Fig. 8은 르

네상스시대 여인의 치마 밑에 신고 있는 높은 쇼핀을 풍자하는

그림으로서 당시의 하이힐에 대한 신분상징과 신체확대의 개념

을 동시에 엿볼 수 있는 예시라 하겠다.  

2.1.3. 패션 및 장식성 

하이힐에 관한 여러 가지 인용문 중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햄릿에 등장하는 Chopine에 관한 글귀로서, “..., your

ladyship is nearer to heaven than when I saw you last, by

altitude of a Chopine.”이며(Rossi, 1976), 18세기 하이힐에 대한

시의 한 구절을 예로 들면 “Mount on French heels when

you go to a ball, Tis fashion to totter and show you can

fall.”(O'Keeffee, 1996)이라 표현하고 있다. 이는 하이힐의 착용

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며 당시대의 유행을 반영하는 패션 아

이템으로 평가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이힐 패션을 전파한 것으로 유명한 Catherine De Medich

역시 키가 작아 Venice 무명의 신발디자이너에게 특별히 주문

해 만들어 신었던 하이힐의 착용을 선호하였으며, 1553년

Heny 2세와의 결혼식 직후 Venice의 하이힐은 곧바로 프랑스

궁정에 강력한 유행 아이템으로 떠올랐고(Boccardi, 1993), 그

이후 여러 가지 형태의 하이힐 디자인이 발달되어 현대에 이르

기까지 그 원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6세기 통굽형 Chopine(Fig. 9)에서 앞과 뒤의 굽이 나누어

진 분리형 하이힐(Fig. 10)을 거쳐 앞굽이 없이 뒷굽만 부착되

어있는 현재의 하이힐의 원형(Fig. 11)이 완성된 시기는 16세기

후반 이후이며 17세기에 이르러서는 안정적인 힐의 위치에 맞

게 다양한 굽의 디자인이 발달되었고 18세기까지 그 발전을 계

속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루이14세(1643-1715)의 하이힐에 대

한 애정은 Red heel, 큰 리본장식과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

진 Louis Heel이 탄생되었다. 

특히 하이힐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되었던 패튼의 소재를 하

이힐과 같은 실크와 자수 장식 또는 브로케이드 직물 등으로

제작함으로서(Fig. 21) 자신의 하이힐과 조화를 이루었으며

(Ashelford, 2000), 이러한 현상은 당시대의 장식 및 유행을 따

르는 일종의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서, 색상, 소재, 굽 모양 및

높이, 앞코모양(toe shape) 및 장식 등에서 유사한 형태의 하이

Fig. 7. 빨간색 통굽형 Chopine, Vittore Carpaccio, 1500 Fig. 8. 16세기 Chopine 착용을 풍자한 그림(McDowell, 1989)

   

Fig. 9. 20~25cm 높이의 Chopine

       1500-1650, Venice, Italy

       (Museum of Fine Arts, Boston)

  Fig. 10. 16세기 앞굽과 뒷굽이

     달린Chopine (Bossan, 2004)

 Fig. 11. 16세기 뒷굽만 있는 하이힐의 초기 형태

     (김선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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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디자인이 시대별로 다양하게 착용되어지는 것을 통해 이를

설명할 수 있다. 

2.2. 하이힐의 형태적 구성 요소

하이힐은 일반적으로 크게 vamp, quarter, counter, heel 로

구성 되어있으며, quarter에서 이어지는 latchat과 vamp에서 이

어지는 tongue이 시대와 지역 및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가감

된다(Fig. 12참조). 보통 신발의 윗부분을 upper(갑피)라고 하는

데 vamp(앞날개), quarer(옆날개또는 뒷날개)와 counter(월형)는

모두 upper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Heel은 바깥쪽 지면에 닿

는 부분을 outsole, 안쪽 발에 닿는 부분을 Insole이라 하며 현

대의 신발에는 insole위에 브랜드 로고 등을 넣은 얇은 가죽이

나 합성피혁 등이 부착되는데 이를 insole lining, 국내에서는

‘까래’라 칭한다. top-line은 신발의 입구부분을 말하며 top-

piece는 힐의 바닥과 지면이 만나는 부분으로서 보통은 힐 끝

에 따로 부착되어진다. 신발을 만들 때는 바닥이 위로 올라가

도록 거꾸로 두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top-piece’라 명

명하게 되었다. vamp와 outsole이 만나는 부분에 얇은 가죽띠

(보통은 흰색의 kid 소재사용)를 넣고 박음질하였는데, 이때 사

용되었던 흰색의 얇은 kid가죽을 rand라 하며 이는 18세기 하

이힐의 연대 추정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구성요소이

다. Fig. 12는 18세기의 하이힐 스타일에 나타난 구조를 도식

화한 것이다. 

하이힐의 구성요소 가운데 가장 다양한 디자인적 변화를 갖

는 부분은 toe shape(신발코모양)와 굽의 형태라 할 수 있다.

toe shape은 뾰족한 스타일(pointed toe), 위쪽으로 휘어진 스타

일(upturned toe 또는 curved toe), 네모난 스타일(square toe),

둥근 스타일(round toe), 둘로 나누어진 스타일(separated toe),

앞코가 뭉툭하게 올라온 스타일(blunted toe), 신발 코가 발모양

처럼 안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스타일(oblique toe) 등이 있다.

굽의 형태는 루이14세가 즐겨 신었던 red heel에서 유래하였

으며 굽에 굴곡이 들어가 중간 부분이 가늘고 위아래가 통통한

스타일의 louis heel, 루이스힐의 형태에서 안쪽이 직선으로 내

려오며 굽의 높이가 6cm 이상으로 높고 마담 Pompadour가

즐겨 신었던 스타일인 French heel(또는 Pompadour heel), 굽

자리(heel seat)가 구두 가운데 부분까지 길게 늘어져 있으며

굽가슴이 구두 중앙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18세기 후반에 유행

했던 스타일인 italian heel(또는 angle heel), 굽이 매우 높고

얇은 형태로 굽곡선(heel curve)이 안쪽으로 많이 휘어진

spanish heel, 높은 french heel을 위에서 아래로 누른 것처럼

귀엽고 앙증맞은 낮은 높이의 dutch heel 등이 유행하였다. 

 현대의 하이힐에서는 가늘고 딱딱한 메탈소재의 매우 높은

굽의 stiletto heel, 통가죽을 여러 장 쌓아올려 나뭇결 모양의

가로줄 무늬가 생기는 stacked heel(일명 쓰미굽), 1-3cm의 낮

은 굽의 flat heel, 굽의 모양이 옆에서 보았을 때 삼각형의 쐐

기 모양인 wedge heel, 기타 cuban heel, continental heel,

set-back heel 등이 사용되어 하이힐 디자인을 다양하게 발전시

켜왔다. 

2.3. 하이힐의 재료

하이힐의 Vamp, Tongue, counter는 주로 같은 소재를 사용

하며 보통은 가죽, 실크, 린넨 등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

하게 이용하였다. 18세기에는 보통 스페인, 터어키 또는 모로

코 지역의 가벼운 가죽이 사용되었으며(Cunnington, 1972), 생

후 1년 이하의 어린 산양이나 염소의 가죽인 흰색의 Kid 역시

Upper, Lining 및 Rand 장식 등으로 많이 애용되었다(김선아,

2005). 특히 172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가죽의 사용이 줄어들

고 실크나 린넨 등의 직물로 만든 하이힐이 유행하였다(Swan,

1982).

하이힐 제작에 직물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6

세기부터이며 하이힐제작을 위해 사용된 직물들은 일반적으로

고급직물로서 실크 Damask, 실크새틴, 실크브로케이드, 실크벨

벳, 실크자수 등이 있으며(LiuRottman, 1986), 그 밖에도 린넨

바탕에 다양한 색상의 식물문양 실크 자수를 수놓아 이를 하이

힐의 Upper와 굽싸개로 이용하였다. 18세기 후반에는 단색의

실크 새틴 Upper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16-18세기 하이힐은 오

른쪽과 왼쪽의 구분이 없이 손바느질에 의해 제작 되었으며, 굽

제작용 나무로는 Maple, Oak, Poplar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Kim, 1997) 

3. 18세기 하이힐 디자인의 특성 

뉴욕 FIT 박물관 소장품 2점,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

장품 6점, 보스톤 미술 박물관 소장품 6점에 대한 실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18세기 하이힐 디자인의 특성을 살펴

보았다. 

3.1.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소장 유물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품 중 18세기 하이힐 총 6점에 대

한 실물 조사를 실시하였다. 박물관에서 제시한 유물의 연대는

1700-1795년까지 다양하였다. Fig. 13은 내츄럴 컬러의 린넨
Fig. 12. 하이힐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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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pale blue 색상의 견사로 체인 스티치의 자수가 장식된

구두로서 흰색 rand 장식이 있다. 

Fig. 14와 15는 실크 문양직물 구두로서 박물관에서 제시한

연도는 1750-60년대이다. 2점 모두 뾰족하고 위쪽으로 조금 휘

어진 pointed upturned toe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6.3cm 정도

높이의 두꺼운 louis heel에 흰색의 rand 장식과 넓고 긴

latchat이 있으며 Fig. 14에는 보석버클이 함께 남아 있어 버클

착용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Fig. 16과 17은 1760년대-80년대 하이힐로서 white rand 장

식이 없으며 둥근 형태에서 앞만 뾰족한 pointed round toe 형

태를 보이고 있고 보석버클이 착장되어 있어(Fig. 16) 버클 착

용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2점 모두 french heel로 이루어져

있으며 ivory 실크 바탕에 다양한 색상의 식물문양 브로케이드

직물을 사용하였으며, upper와 동일한 소재로 싸개 처리한 나

무굽으로 제작된 구두이다.

Fig. 18은 다른 5점의 하이힐과는 달리 단색의 실크새틴 직

물로 제작되었으며 1750-95년대의 구두로 분류되어있었다. 라

운드형의 toe 형태에 높은 french heel을 가지고 있고 크고 넓

은 버클장식이 돋보이는 구두로서 rand 장식이 없으며 내피는

linen으로 되어있다. 

하이힐 유물6점 모두 가죽으로 된 outsole(겉창)과 top piece

(굽창)로 구성되어있으며 나무로 깍아 만든 굽에 가죽 또는 직

물(upper와 동일직물)을 이용해 굽을 싸서 부착한 싸개굽 형태

를 유지하고 있다. 굽의 높이는 모두 6.33cm 이상의 높은 굽

으로서 louis heel과 french heel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버클을

착용하기에 충분한 길이와 넓이의 latchat을 가지고 있으며 자

수 또는 브로케이드직물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3.2. 뉴욕 FIT 박물관(The Museum at F.I.T., New York)

소장 유물

뉴욕 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대학교의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총 2점의 하이힐을 조사하였으며 박물관 측 기

록에 따르면 1690-1700, 1780년대의 구두로 등록되어있었다.

굽의 높이는 극명하게 차이를 보였는데 1690-1700년대 구두는

높고 가는 French heel로서 7.6cm의 높이를 보이며, 1780년대

의 구두는 낮은 굽으로 Flat Heel에 가까운 3.8cm 높이에 굽

의 형태는 가늘고 굽 허리가 많이 들어갔으며 굽가슴이 신발

중앙까지 이어지는 Italian heel이 사용되었다. 

1690-1700년대 하이힐(Fig. 19)의 toe 형태는 뾰족하고 위쪽

으로 휜 스타일(pointed and curved toe)을 갖추고 있으며, 아

이보리색 가죽바탕에 다양한 색상의 꽃과 나뭇잎이 실크 자수

로 장식되어있다. 1780년대의 구두(Fig. 20)는 뾰족한 코

(pointed toe)모양에 좁은 뱀프(Vamp)를 유지하고 있으며, 단색

의 레드 컬러 가죽 upper에 top line을 따라 장식된 실크 테이

프와 같은 소재의 작은 리본이 구두 중앙에 장식되어 있다.

Latchat장식은 18세기 초반과 후반의 유물에서 극명한 차이

를 보여 1690-1700년대 하이힐은 좁고 짧은 latchat이 있으며

quarter 부분에 작은 트임을 보였다. 1780년대 하이힐에서는 현

대의 펌프스(pumps)와 같이 latchat 장식이 없이 upper가 모두

막혀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Tongue은 1690-1700년대 유물

에서만 나타나며 그 형태는 높고 둥근 모양으로서 vamp에서

이어져 발등위로 올라간 디자인을 보이고 있다. 

 
   

Fig. 13. 18세기초 하이힐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Fig. 14. 1730-60년대 하이힐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Fig. 15. 1750-60(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Fig. 16. 1750-80(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Fig. 17. 1760-80(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Fig. 18. 1750-95, 보석버클장식하이힐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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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보스턴 미술 박물관(Museum of Fine Art, Boston) 소

장 유물 

보스턴 미술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하이힐 유물 총 6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슈즈 전문가인 Swan과 Walford에

의해 구체적인 연대검증을 받은 유물들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Fig. 21은 어두운 녹색계열 실크 새틴위에 식물문양의 견사와

은사를 복합하여 자수를 놓은 하이힐 1켤레와 레드브라운 실

크 바탕에 식물문양의 실크 브로케이드 직물로 제작된 하이힐

1점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화려한 패튼1점으로서 5.3cm높이

의 두꺼운 Louis heel은 upper와 같은 소재의 직물로 싸서 만

든 나무굽이며 버클착용이 가능한 길이와 넓이의 latchat과 높

고 네모난 형태의 tongue으로 이루어져있다. 

Fig. 22에 보이는 3점의 구두는 빨간색 모직물위에 vamp 중

심선과 latchat의 가장자리를 따라 아이보리색 실크 자수가 장

식되어있는 하이힐, 노란색 실크 새틴 위에 다양한 색상의 식

물문양이 실크사로 자수 장식된 upper와 heel로 이루어진 하이

힐과 노란색 린넨 바탕에 화려한 꽃모양의 실크 브로케이드 직

물로 upper를 재단하여 만든 하이힐로 구성되어있다. 빨간색 하

이힐은 나무로 만든 힐에 아이보리 색상의 양가죽(kid로 추정

됨)을 싸서 만든 두꺼운 형태의 루이스힐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란색 브로케이드 하이힐 역시 나무 굽을 붉은 빛이 도는 브

라운 컬러의 가죽으로 싸서 제작하였다. Toe 형태는 모두 좁고

뾰족한 pointed toe 형태이며 세 유물 중 빨간색 하이힐의 앞

코가 가장 많이 위쪽으로 휘어져 있다. Tongue은 3점 모두 높

은 네모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나 두 개의 노란색 하이힐은

latchat의 길이가 짧고 tongue과 만나는 지점이 조그맣게 오픈

되어 있으며 latchat 끝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 끈이나 리본 등

을 묶어 신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빨간색 하이힐의 경우에는 tongue과 latchat이 만나는

부분이 겹치게 재단되어있어 사이드의 트임이 전혀 없으며,

latchat 또한 상대적으로 매우 넓고 길어 버클을 착용하였던 것

으로 추정된다. 

Fig. 23은 실크 브로케이드 직물구두로서 높은 라운드형

tongue과 넓고 긴 latchat의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크레이스 장

식이 돋보이며 8.8cm높이의 French heel에 좁고 뾰족하며 위로

휘어진 upturned pointed toe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1750-60

년대의 구두로 기록되어있다. 보스턴미술박물관 소장 유물 중

5점은 white rand 장식이 모두 있으나 Fig. 23의 구두는 rand

장식이 없었다. 

4. 연대추정을 위한 지표 및 특징

4.1. 18세기 하이힐의 시대별 특징 

박물관 소장 하이힐 유물에 대한 실물 분석과 문헌을 통해

18세기 하이힐 패션의 시대별 디자인 요소의 특징을 20년 단위

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4.1.1. 1700-1720년대

17세기의 하이힐은 latchat이 얇고 좁아 quarter 부분의 일부

가 오픈되어있으며 latchat의 끝에 구멍이 뚫려있어 끈이나 리

본 등을 묶어 착용하였다. 17세기 후반 버클의 등장으로

 

   

Fig. 19. 1690-1700(Museum at F.I.T., New York) Fig. 20. Italian Heel(Museum at F.I.T., 

    New York)

Fig. 21. 18세기초 하이힐과 Patten

    (Museum of Fine Arts, Boston)

   

Fig. 22. 18세기구두(Museum of Fine Arts, Boston)

Fig. 23. 18세기 French Heel, 레이스장식 하이힐
      (Museum of Fine Arts,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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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8세기 하이힐 유물 조사 분류표

소장처
유물

번호
연대 지역 길이

형 태 적 요 소
color 소재

Toe Shape Tongue Heel Latch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no.

1976.

96.1

Fig.16

1750

-1780
영국 20cm 라운드 높은

네모형

프레치힐
9.5cm

넓고 

길다

버클착용

Ivory

Pink yellow

Green

Silk Satin바탕에 Silk자수

나무굽-실크싸개

가죽창

no.

13.49.

29 a,b

Fig.14

1750s 영국 21cm 뾰족하고

휘었음

높은

삼각형

두꺼운 

루이스힐
8.3cm

넓고 

길다

버클착용

Cream,

Pink

Green 

Pink-red

Silk Satin바탕에 Supplementary 

warp. 가죽창

나무굽-실크싸White Rand 장식

no.

60.22.

21 a,b

Fig.17

1760

-1780
유럽 20cm 짧고

뾰족한

라운드

높은 

라운드형

프렌치힐
8.2cm

넓고

길다

Ivory

Green

Yellow

Silver

Silk Satin바탕에 Silk 브로케이드

나무굽-실크싸개

가죽창, 가죽내피

no.

1992.

273 a,b

Fig.15

1750

-1760
불명 24cm 뾰족하고

휘었음

높은 

네모형

두꺼운

루이스힐
6.3cm

넓고 

길다

Cream

Yellow

Green

Ornage

Silk Satin바탕에 Silk 브로케이드

나무굽-실크싸개가죽창, 가죽내피

White Rand 장식

no.

52.15.2

a,b

Fig.13

1700

-1740
프랑스 18cm 뾰족하고

휘었음

높은 

네모형

두꺼운

루이스힐
7.3cm

넓고 

길다

Natural

Pale blue
Line 바탕에 Silk 자수, 가죽창

나무굽-린넨싸개

Hemp내피

White Rand 장식
no.

11.60.

198 a,b

Fig.18

1750

-1795
영국 21.5cm 라운드 높은 

라운드형

프렌치힐
7.3cm

넓고

길다

버클착용

Light Blue Silk,가죽창 나무굽-실크싸개

Linen 내피

The Museum 

at F.I.T.,

New York

no.

68.3.16

Fig.19

1690

-1700
프랑스 24cm 좁고

뾰족하며

휘었음

높은 

라운드형

가는 

프렌치힐
7.6cm

좁고

짧다

Ivory,Blue

Orange

Pink,Green

Red heel

White내피

Leather

Silk 자수,

나무굽-가죽싸개

가죽창, 가죽내피

White Rand 장식
no.

U330

a,b

Fig.20

1786 불명 20cm 좁고

뾰족함

없음 이탤리언힐 
3.8cm

없음 Red 

White

Leather

Silk tape 장식

나무굽-가죽싸개

가죽창, 가죽내피
The

Museum 

of Fine Arts, 

Boston

no. 44.351

a,b

Fig.22

1725

-1750
유럽 24.7cm 좁고 

뾰족하며 

휘었음

높은 

네모형

두꺼운 

루이스힐
6cm

넓고 

길다

Red 

White
Wool 바탕에 Silk자수

나무굽-가죽싸개 가죽창, 가죽내피

White Rand 장식
no.

44.498

a,b

Fig.22

1700

-1720
유럽 21.5

cm
좁고 

뾰족함

높은 

네모형

두꺼운

루이스힐
6cm

좁고 짧다

끝에구멍

있음

Yellow

Pink

Green

Cream

Silk Satin바탕에 Silk자수

나무굽-실크싸개 가죽창

White Rand 장식

no.

44.489

a,b

Fig.22

1700

-1720
유럽 22.2cm 좁고 

뾰족함

높은 

네모형

두꺼운

루이스힐
6cm

좁고 짧다

끝에구멍

있음

Yellow

Pink

Green

Blue

Linen 바탕에

Silk 브로케이드

나무굽-가죽싸개

가죽창

White Rand 장식
no.

44.502

a,b

Fig.22

1730s 프랑스 24cm 뾰족하고

휘었음

높은 

네모형

루꺼운

루이스힐
5.3cm

넓고

길다

Dark Green

Silver

Cream

Silk Satin바탕에 Silver+Silk자수

나무굽-실크싸개 가죽창

White Rand 장식

no.

44.497

a,b

Fig.21

1730

-1740
프랑스 21.5cm 뾰족하고

휘었음

토박스

올라옴

높은

네모형

두꺼운

루이스힐
5.3cm

넓고

길다

Reddish 

Brown

Yellow

Cream

Silk 브로케이드

나무굽-실크싸개

가죽창 

White Rand 장식
no.

44.488

Fig.23

1750

-1760
이태리 23.4

cm
좁고

뾰족하며

휘었음

높은

라운드형

레이스

장식

프렌치힐
8.8cm

넓고길다

레이스

장식

Blue 

White

Yellow-레이

스장식

Silk 브로케이드

Silk 레이스

나무굽-실크싸개

가죽창



 18세기 하이힐 디자인의 특성 및 연대추정에 관한 연구 135

latchat은 길고 넓어져 버클 착용이 용이하도록 발전되어갔다.

1710년대까지는 quarter의 latchat 연결부분이 아주 조그맣게 오

픈되어 있는 스타일이 소수 남아있으나 1720년대가 되면 하이

힐의 옆면은 넓은 latchat으로 완전히 겹쳐져 사이드 오픈 형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뾰족하면서 위로 휘어진 upturned pointed

toe 형태에 토박스(toe box)가 조금 위로 올라온 것이 특징이며

일반적으로 5~6.9 cm 높이의 두꺼운 Louis heel이 유행하였다.

1700년대에는 17세기 후반에 유행했던 은사의 사용이 나타나

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그린과 핑크색 계열 콤비네이션 실크 브

로케이드나 자수직물이 유행하였으며 흰색의 Rand장식과 높게

컷팅된 넓은 tongue을 볼 수 있다. 

4.1.2. 1730-1740년대 

전 시대에 비해 조금 더 좁고 뾰족하고 위로 휘어진

upturned pointed toe 형태가 유행하였으며 두꺼웠던 Louis

heel이 조금씩 얇고 높아져 1730년대부터 가늘고 높은 French

heel의 유행이 시작되면서 하트형 top piece도 등장하였다. 버

클이 좀 더 화려하고 커지면서 latchat 역시 넓고 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고 흰색 kid 가죽띠 장식인 Rand의 사용

이 서서히 줄어들었다. 노랑, 그린, 핑크, 크림, 블루 등의 색상

에 꽃이나 각종 식물문양의 브로케이드와 자수 장식 직물이 유

행하였으며 높게 컷팅된 tongue의 형태는 네모형, 하트형, 세모

형 등으로 나타났다. 

4.1.3. 1750-1760년대

더 뾰족하고 좁은 pointed narrow toe 형태를 이루며 굽의

높이가 8~10cm 까지 높아지면서 굽허리가 좀 더 들어가고 굽

곡선이 더 많이 휘어진 French heel을 선호하게 되었고 아주

작은 top piece가 유행하였다. 크고 넓은 버클의 유행은 넓고

긴 latchat의 유행을 여전히 주도하였으며 흰색의 Rand 장식은

거의 사라져 60년대 이후에는 찾아보기 어려워진다. 크림색 바

탕에 그린, 노랑, 핑크 색상 등이 혼합적으로 사용된 자수직물

구두가 유행하였다. 

4.1.4. 1770-1789년

좁고 뾰족하며 위로 휘어진 pointed narrow toe 형태가 유행

하였고 중국식 신발코모양을 모방한 upturned 스타일도 가끔

등장한다. Louis heel이나 French heel의 높이가 매우 낮아져

보통 2.5~3.8 cm 이하의 높이가 많았으며 버클대신 매듭이나

작은 리본장식을 선호하면서 latchat 역시 짧고 좁아져 1770년

대부터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tongue도 그 수명을

다하게 되어 현재의 Pumps 형태의 구두가 유행하기 시작한다.

다양한 색상의 화려한 직물구두에서 단색의 실크새틴이나 고급

가죽의 유행이 두드러지며 여기에 포인트 색상 한 가지 정도만

사용되었다. 

4.1.5. 1790-1800년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후 구두의 굽은 가장 낮아져 Flat heel

에 가까운 스타일로 3cm미만의 굽이 유행하였으며 latchat은

완전히 사라지고 레드, 블루, 화이트 색상 및 블랙과 애플

그린색 등의 단색의 구두가 유행하였으며 벨벳, 부드러운 Kid가

죽, 실크 새틴 등 고급스러운 소재가 하이힐 제작에 이용되었다.

Table 2. 18세기 하이힐의 연대 추정 지표 및 특징

 연대

지표 
1700-20년대 1730-40년대 1750-60년대 1770-89년 1790-1800년

Toe Pointed upturned Pointed upturned Pointed narrow Pointed narrow Narrow 

Tongue High-cut Square,

Large tongue

High-cut Square,

Round 형, 하트형

Lower-cut Round 70년대 소멸 시작

80년대 이후 없음

없음

Latchat Long and wide

Buckle장식

Long and wide

큰 Buckle 장식

Long and wide

더 큰 Buckle장식

Short and narrow

리본이나 매듭장식

없음

작은 리본장식

Heel Thick Louis Heel

5~6.9cm 높이

가늘어진Louis Heel

French Heel

5~10cm 높이

높은 French Heel

6.9~10cm 높이

Lower Louis Heel 

Lower Italian Heel

Lower French Heel

2.5~3.8cm높이

3cm 이하의 낮은 굽 발레

슈즈

0~3cm 높이

Rand White Rand 있음 White Rand 있음 White Rand 사라지기 

시작

Rand 장식 없음 Rand 장식 없음

Color green, pink, reddish 

brown 콤비네이션

yellow, green, pink, 

cream, blue

콤비네이션

cream, green, pink yellow 

콤비네이션

1-2가지색 콤비

단색에 리본 또는 테이프 

배색 

단색
(red, blue, white black, 

apple green)

Material 벨벳 실크브로케이드

실크자수직물 

꽃, 식물문양

가죽창, 가죽굽창

나무굽-싸개처리

실크브로케이드

실크자수

꽃, 식물문양

가죽창, 가죽굽창 

나무굽-싸개처리

실크브로케이드

실크자수

꽃, 식물문양

가죽창, 가죽굽창

나무굽-싸개처리

실크새틴

부드러운 Kid 가죽

문양 없음

가죽창, 가죽굽창 

나무굽-싸개처리

벨벳 실크새틴

부드러운 Kid 가죽

문양 없음

가죽창, 가죽굽창

나무굽-싸개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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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연대추정 지표 및 특징 

18세기 하이힐 디자인의 요소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연대추

정에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는 디자인요소는 toe(신발코

의 형태), tongue, latchat과 버클장식, 굽모양과 높이, rand 장

식, 색상, 소재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대추정의 7가지

지표로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내용 및 특징은 Table 2와

같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하이힐의 기원과 발달에 대해 고찰해보았고, 박

물관에 소장되어있는 하이힐 유물조사를 통해 18세기 하이힐

의 디자인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연대추정 지표 및 특징

을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힐의 디자인은 젖은 땅과 오물로부터 발과 신발

및 의복을 보호하려는 목적과 함께 작은 키를 크게 보이려는

신체적 확대와 이를 통한 신분의 상징적 도구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장식과 패션의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서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발전을 거듭해왔다. 

둘째, 뉴욕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뉴욕 F.I.T.박물관과 보스턴

미술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18세기 하이힐 유물 14점에 대해

실물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시대별 형태, 색상, 소재 및

디테일 등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적 특성을 추출하였다. 

셋째, 18세기 하이힐 패션에 대한 디자인 요소가 갖는 특징

을 연도별로 나누어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700-1720년대: 17세기 후반에 등장한 버클의 영향으로 넓고

긴 latchat이 유행하였으며 latchat 연결부분에 작은 트임이 있

었으나, 1720년대 이후 하이힐의 옆면은 넓은 latchat 으로 완

전히 겹쳐졌고 뾰족하면서 위로 휘어진 pointed upturned toe에

토박스가 조금 위로 올라왔으며 5~6.9 cm 높이의 두꺼운 louis

heel이 유행하였다. 그린과 핑크색의 실크 브로케이드나 자수직

물과 흰색의 rand장식 및 높게 컷팅된 넓은 tongue를 볼 수

있다. 

1730-1740년대: 더 좁고 뾰족하며 위쪽으로 휘어진 pointed

upturned toe형태가 유행하였으며 두꺼웠던 Louis heel이 조금

씩 얇고 높아져 1730년대부터 가늘고 높은 French heel과 하

트형의 top piece가 유행하였다. 좀 더 크고 화려해진 버클장식

에 맞게 넓고 긴 스타일의 latchat을 유지하였으며 Rand 장식

은 서서히 줄어들었다. 노랑, 그린, 핑크, 크림, 블루 색상 콤비

네이션에 식물문양의 브로케이드와 자수직물, 높게 컷팅된 네

모형, 하트형, 세모형 tongue 이 유행하였다. 

1750-1760년대: 더 뾰족하고 좁은 pointed narrow toe 형태

에 8~10 cm 가까운 굽높 이의 가는 French heel을 선호하였고

크고 넓은 버클의 유행은 넓고 긴 latchat의 유행을 주도하였으

며 흰색의 rand 장식은 거의 사라져 60년대 이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크림색 바탕에 그린, 노랑, 핑크 색상 등이 혼합적으로

사용된 자수직물 구두가 유행하였다.

1770-1789년: 좁고 뾰족하며 위로 휘어진 pointed narrow

toe 형태가 유행하였고 Louis heel 이나 French heel의 높이가

매우 낮아져 2.5~3.8 cm 이하의 높이가 많았으며 버클 대신 매

듭이나 작은 리본장식을 선호하고 latchat은 짧고 좁아지다가

1770년대 이후 tongue과 함께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pumps

형태가 유행하였다. 다양한 색상의 화려한 직물구두에서 단색

의 실크새틴이나 고급가죽에 한가지의 포인트 색상만이 선호되

었다.

1790-1800년: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후 구두의 굽은 급격히

낮아져 3 cm이하의 굽이 유 행하였으며 latchat과 tongue은 완

전히 사라지고 레드, 블루, 화이트 색상 및 블랙과 애플 그린

등의 단색에 벨벳, 부드러운 kid가죽, 실크 새틴 등 고급스러운

소재의 구두가 유행하 였다. 

넷째, 18세기 하이힐 디자인의 요소별 특징을 살펴본 결과

연대추정에 가장 두드러진 단서로 작용하는 디자인요소는 toe

(신발코형태), tongue, latchat과 버클장식, 굽모양과 높이, rand

장식, 색상, 소재 등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대추정의 7가지

지표로 도출하였고 그에 따른 세부내용 및 특징을 제시함으로

서 향후 시대를 알 수 없는 하이힐 유물의 연대 및 기 타 정

보 추정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신발에 대한 미적가치와 토털패션으로서 질적 가치의 증대

를 경험하며 신발의 중요성이 점차 활발히 부각되고 있음을 상

기할 때,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하이힐의 사적 고찰과 유물을 통

한 실증적 자료 분석 및 연대추정 지표 결과를 기반으로 신발

디자인에 대한 전문 교육 및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인의 감성과 발에 맞는 신발디자인 개발을 희

망하며 하이힐의 조형미와 미의식에 대한 후속연구와 디자인

및 패션 마케팅 분야와의 활발한 연계 연구를 통해 신발분야가

지닌 학문적 가치와 전문성을 이해하고 이를 개발하기 위한 다

양한 후속 연구들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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