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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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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Traits of Maximalism Expressed in Shoe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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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Maximalism in modern fashion has emerged as an anti-conception against Minimaslism which dominated the
trend of 21st century. Contrary to the traits of Minimalism which are oriented to constraint and editing, Maximalism
expresses human sensitivity, concern to tradition and other culture, and instinctive desire for decoration. The trend of
Maximalism is reflected in various areas of fashion and shoes design, and its influence is still enlarging. This idea for
designing shoes come from analyzing the related documentaries, fashion magazines and internet sites since 2005, when
the maximalism was main concepts in worldwide fashion trends. The traits of Maxmalistic trend expressed in shoes are
decentralizing, pluralisml, sensitivity, etc. The molding constituents, such as form, material, color, accessary decoration,
have been expressed as diversified and differentiated traits of shoes design through molding modes such as exaggeration
and concentration, distortion and modification, removal and mixing-up. This study takes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to
grasp the diversified and colorful trend and molding traits of Maximalim expressed in shoes design, close up the molding
value of shoes design, and finally enlarge the realm of aesthetic expression of shoes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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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인 트렌드 정보회사인 프랑스 넬리 로디(Nelly Rodi)

사에서 2005년에 발표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는 감성적이고 화

려한 맥시멀리즘(Maximalism)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신만의 개

성과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노노족과 극단과 과장을 지향

하는 장식적인 X족을 부각시켰다(“당신은 노노족인가?”, 2008). 

단순함과 절제미를 중시하는 최소표현주의(Minimalism) 경향

이 도시적, 미래적, 현대적 감성과 조화되어 21세기 패션 트렌

드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는 반면, 이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

는 맥시멀리즘의 경향 또한 화려하고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패션에 나타나는 맥시멀리즘은 볼륨의 확대와 과도한 장식, 시

대와 지역의 융합 양식, 아나디지(anadigi: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합성어)적 감성(김용섭, 2005)과 낭만 취향 등의 특성으로 다양

하게 표현되고 있다.

패션영역 가운데 구두는 형태 과장과 장식적 디테일의 구성

으로 맥시멀리즘적 특성을 직접적이고 화려하게 표출하고 있는

아이템이다. 구두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패션 액세서리의 영역

과 맥시멀리즘이라는 경향적 특성 표출의 한계를 너머서 하나

의 독립된 패션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관심은 미국 드

라마 ‘섹스 & 시티’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패션아이콘이 된 제

시카 파커는 옷보다도 신발 구매와 소유에 집착하는 슈홀릭

(shoeholic: shoes+alcoholic ‘구두에 중독된 사람’)이라는 신조

어를 탄생시켰을 정도다. (Bushnell, 2002) 

맥시멀리즘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문학에서 언급되기 시

작하여 최근 조형예술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패션

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에 관하여 박은경(2008)과 변혜진박선경

(2008)은 21세기 패션에서 맥시멀리즘이 부각되고 있는 원인과

미적 특성 분석하였고, 김호정(2005)은 맥시멀리즘의 조형 특

성인 복식확대현상과 미적 가치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효진

(2003)은 맥시멀리즘의 형성 배경과 로맨틱적 측면에서 복식 특

성을 분석하였고, 김미현(2003), 이미연(2001) 등은 패션 트렌

드 가운데 맥시멀리즘을 포함하여 그것이 표현된 특성을 연구

하였다.

패션에 있어서 맥시멀리즘이 부각되는 중요한 경향으로 구

두 디자인의 다양성과 화려함이 강조되고 있다. 구두디자인에

표현된 멕시멀리즘은 패션의 장식적인 취향을 강조하는 아이템

임과 동시에 독특한 조형미와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아이템으

로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메가트렌드(Mega

trends)로 부각되고 있는 맥시멀리즘의 개념과 형성 배경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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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고, 맥시멀리즘이 표현된 구두디자인의 사적 경향과 디자

인 표현 방법 및 조형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미니멀리즘과 반대되는 것으로만 설명되는 맥

시멀리즘에 관해 그 개념 및 일반적 특성을 포스트미니멀리즘

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한다.

둘째, 21세기에 맥시멀리즘 경향이 성장하게 된 사회·문화

적 배경을 살펴본다.

셋째, 패션과 구두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역사적 경향과 슈

홀릭의 등장 배경 및 맥시멀리즘과의 상관성을 밝힌다.

넷째, 구두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과 표현 방법을 통

한 미적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

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했다.

첫째, 국내외 이론서 및 논문과 전자 저널을 바탕으로 맥시

멀리즘의 정의와 형성 배경, 패션과 구두 디자인에 표현된 맥

시멀리즘적 역사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둘째, 맥시멀리즘의 경향이 중점적인 트렌드 경향으로 집중

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패션관련 잡지, 인터넷 자료 등에

나타난 구두디자인의 조형 특성을 분석하였다. 

2. 맥시멀리즘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맥시멀리즘의 정의

맥시멀리즘(Maximalism)은 ‘최대의, 최고의, 최대한의’의 뜻인

Max에 ‘이즘, 학설, 주의’의 접미사 -ism이 합쳐진 단어이다. 따

라서 맥시멀리즘은 최대주의, 최대지향주의, 극대주의 등의 뜻

이 된다. 맥시멀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문학, 미술, 멀티미디어

및 그래픽 디자인, 음악 등에서 다중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많

은 요소들의 확장 움직임을 총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된다. 특히, 조형 예술 분야에서는 창작 과정 자체를 강조

하고 집중하는 특성을 강조한다.

맥시멀리즘의 작품 특성은 밝고 관능적이며 시각적으로 풍부

한 경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Wikipedia(http://www.wikipedia.org)

에 의하면 맥시멀리즘 예술가들은 “미래는 더욱 더 아이러니컬한

개념과 복잡함으로 가득 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현대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은 21세기 트렌드를 주도해 오

던 미니멀리즘(Minimalism), 즉 ‘최소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등

장하였다. Batchelor(1999 /2003)은 사물의 근본만을 표현했을

때 현실과 작품과의 괴리가 최소화되어 진정한 리얼리티가 달

성된다고 설명하고, 이것을 근거하여 기교나 각색을 최소화하

는 예술사상적 경향을 미니멀리즘이라고 설명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유행한 미니멀리즘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다는 경제 원칙에 입각해 절제, 응축, 경제성을 서

술 전략으로 삼는다. 맥시멀리즘은 미니멀리즘의 단순한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양성과 열린 개념'의 포스트구조주

의의 사고 하에서 상대적인 차이를 지니는 트렌드 경향으로 파

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단순한 주체와 편집 지향의 미니멀

리즘 특성에 인간적 감성, 전통에 대한 관심, 본능적인 장식 욕

구를 표현하는 맥시멀리즘의 다양성과 타자에 대한 관심은 패

션의 다양한 영역과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Table 1). 

2.2. 맥시멀리즘의 형성 배경

2.2.1. 디지털 신인류의 등장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인터넷과 디지털은 생물학적으로 인류

를 진화시키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을 변화

시켜 디지털 신인류(digital generation)라는 새로운 신조어를 탄

생시켰다. 디지털 신인류는 탐구와 이해의 대상이 되는 특수 계

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로 속해 있는 현대인

을 의미한다. 

디지털 미디어와 정보통신의 발달은 현대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영역의 패러다임에도 전환을 가져왔다. 신

인류는 디지털과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의 정보접근방식과 다

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래픽 디자인, 시뮬레이션 작업의 기

술적 발전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性) 개념, 초국가적인 세계화

인식, 특수한 문화와 예술 취향의 공유 집단 등을 창조하였다. 

Maffesoli(1995)는 자신의 저서 『부족의 시대』 (The Time

of the Tribes)에서 국적, 연령, 성별 등을 초월하는 유동적·유

랑적 형태의 사회 환경을 ‘신부족주의’(neo-tribalism)라는 개념

으로 설명한 바 있다(김문조에서 재인용, 2005). 인터넷과 멀티

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국가와 지역의 개념이 사라지고 세계

가 하나의 시장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신부족주의 시대의 특

성은 모든 민족과 역사의 차이점을 보편성으로 통합시키고 고

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문화

의 공유, 특정한 지역의 정체성과 특수성의 공존을 강조하는 새

로운 세계화 현상이다. 

다양성과 절충주의적 특성을 지닌 포스트모던의 영향과 디지

털 신인류의 만남은 초문화적인 하이브리드(hybrid)를 형성하였

다. 하이브리드 현상은 19세기 모더니즘, 20세기의 포스트모더

니즘에 이어 21세기에 주목받는 시대 트렌드로 해석할 수 있다

(김경란, 2005). 지역, 시간을 초월한 문화의 혼합, 다양한 예술

과 문화 장르 간의 교류는 패션과 디자인 영역에 있어서 다문

화시대의 다양한 디자인 영감 부여와 디자인 방법에 있어서 혼

Table 1. 맥시멀리즘과 미니멀리즘의 특성 비교

비교 특성 맥시멀리즘 미니멀리즘

심미적 원칙 확대지향적, 최대주의 축소지향적, 최소주의

장식 경향 장식적 자율성 경제성의 원칙

표현 방법 복잡, 다양 단순, 반복

색상 대비 다양, 화려함 반복, 제한

접근 방법 다양한 경우의 수 허용 생략, 자제

주체 이론 타자성 관심 단수의 주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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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변형을 통한 확장된 조형 표현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2.2.2. 메가(Mega)트렌드와 마이크로(Micro)트렌드

『미래의 충격』 시리즈를 쓴 앨빈 토플러와 『메가트렌드』

를 쓴 Naisbitt( 1982/1993)은 정보화 시대의 인간 행동방식의

거대한 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한 현대 사상가들이다. 그러나 오

늘날의 분파적 사회에서는 메가트렌드와 ‘전 세계적인 경험’ 경

향만으로는 국지적으로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

. 여기서 성공적으로 움직이려면 서로 엇갈린 방향으로 빠르고

격렬하게 나아가며 성장하고 있는 열정적인 주체성(identity) 집

단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견해와 주장이 마이크로 트렌드이

다. 한편 월등한 소수의 특성들인 마이크로트렌드가 정치, 사회,

인간관계, 패션, 여가와 오락, 교육, 종교 등에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메가트렌드로 해석할 수 있다. 

개인 선택의 위력이 전례 없이 커졌으며 마이크로타게팅

(microtargeting: 하위 집단이나 소집단을 파악해서 그들의 개별

적 니즈 및 욕구와 관련해 그들과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마케

팅이나 선거 운동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Penn &

Zalesne, 2007/2008). 2000년대에 들어 사고자 하는 물건을 기

능과 디자인만의 소유가 아닌 문화적 코드인 컬덕(cult-

duct<culture+product>)으로 인식하는 하이 컨셉(high concept)

이 추구되고 있다(Naisbitt, 2000/2001) 

2.2.3. 역치(threshold value) 상승의 효과

‘역치’란 신경과학이나 생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말로서 ‘일

정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최소 자극량’이다. 컴퓨터

와 인터넷 정보망의 급속한 확산은 세계사적으로 역치 상승의

기술적 토대를 이루고 있다. 현대인들에게 디지털을 매개로 하

여 전달되는 감각적이고 도발적인 콘텐츠와 간접 경험은 강한

자극에도 쉽게 싫증을 내고 새로운 자극에 갈증을 느끼게 하는

역치 상승의 특성을 초래하였다(LG경제연구원, 2005). 

문화가 21세기를 이끌어가는 화두로 떠오르면서 문화산업이

대중과 산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부각되고 있다. 케인(Kane)

은 “21세기에 놀이는 지난 300년에 걸친 산업사회에서 우리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가치창조에서 차지했던 것과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Pink, 2005/2007)고 했다.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

로 인식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는 역치 상승의 유희

성으로 진화하여 패션과 디자인 등의 문화산업 전반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문화산업에 중요한 요소인 패션과 다양한 디자인 분야에서

는 감성과 메시지를 내포한 역치상승의 디자인 트렌드가 요구

되고 있다. 특히, 패션분야에 있어서 더 재미있게, 더 기발하며

, 더 화려하고, 더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역치상승 경

향은 다양한 장식과 관대한 표현 형식의 자율성, 인간적인 감

성과 과거에 대한 관심, 미래에 대한 낭만적 해석 등의 맥시멀

리즘 경향의 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구두 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적 특성

3.1. 패션과 구두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역사적 경향

건축, 문화,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은 미니멀리즘적 특성

과 상응하는 확장과 축소, 과도와 억제라는 반대 경향을 오가

며 상승과 하강의 역사로 진행되어왔다. 특히, 복식역사에 있어

서 부피와 면적의 확장과 길이의 연장 및 장식의 강조 등의

표현 특성은 2000년대 이후 복식에 표현된 풍부한 장식 경향

과 확대·과장과 맥이 이어지는 맥시멀리즘의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복식사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패션 경향과 구

두의 사적 고찰을 통하여 구두 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특성과 미적 특성 분석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Table 2). 

역사적으로 의복과 신발은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 외에 개인

의 부와 사회적 신분 및 주술적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

를 지니고 있다. 복식에 표현되는 장식 형태는 경제, 문화, 기

술, 정치, 종교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르네상스 시대에는 복식 형태를

과장하고 다양한 보석과 자수 장식을 사용하여 인체의 이상미

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15세기 이전에는 고딕의 권위적이고 신

체를 은폐하는 의상에서 신발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두코를 길

게 확장한 크래코(cracow)가 유행하였으며, 16세기에는 크래코

와 반대적인 형태적 특성을 지닌 구두창의 넓이가 18 cm가 되

기도 하는 하이슈즈(high shoes)가 유행하였다. 17세기에는 아

치형 밑창과 나무 힐이 부착된 하이힐이 탄생하였다(Pratt,
1999/2005). 

감정과 쾌락의 인간 욕구를 추구하는 로코코 시대의 복식 특

성은 거대한 실루엣과 장식을 위한 장식, 복잡하고 부조화한 장

식들이었다. 이 시기에는 귀족들의 고상한 취향이 구두의 화려

함을 증폭시켰다. 구두코는 뾰족해지고, 다마스크와 비단을 재

료로 하여 화려한 꽃무늬와 각종 보석으로 세공한 버클을 장식

하는 것이 여성화의 특성이었다. 

19세기는 로맨틱과 크리놀린의 복고적 양식의 유행과 인체

과장과 확대 및 과도한 장식의 사용을 특성으로 하는 버슬 스

타일이 대표적인 복식 양식이다. 발과 발목이 드러나기 시작하

면서 우아하고 가벼운 형태의 펌프스(pumps)와 부츠 형태가 일

반화되었으며 버슬 스타일에 의해 몸의 곡선을 강조하는 하이

힐이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 재봉틀의 등장과 기계화로 인해 구

두의 산업화와 제화 전문브랜드가 출현하였다. 

20세기에는 포스트모던 사조의 특성으로 다양한 양식과 문

화적 다원성을 추구하는 하는 것이 중심 경향이 되었다. 1980

년대 이후 패션은 절충주의, 해체주의, 아방가르드, 크로스오버

경향 등이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패션은 1980

년대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풍부한 복식 양식과 현상들이 세련

되고 절제된 미니멀리즘 경향을 띠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

터 단순함과 절제됨에 싫증을 느낀 패션디자이너들은 이국적인

취향, 전통에 대한 관심, 인간의 감성, 장식과 재미 추구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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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의지가 표현된 맥시멀리즘 경향을 선보이고 있다. 2000년대

패션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경향은 신문과 잡지 및 다양한 미

디어에 등장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SFAA 2001년 가을

컬렉션 기사는 과장된 라인과 장식을 강조한 맥시멀리즘 경향

을 발표하였고(박은경, 2008), 2005년부터 패션관련 기사와 잡

지에서 맥시멀리즘 경향이 중점적으로 발전하였다. 한국패션협

회는 2007, 08년의 패션 키워드로 현재과거의 조화 및 바로크

적인 파격과 장식성을 중시하는 뒤틀린(twisted) 맥시멀리즘을

제시(“2008년은 맥시멀리즘”, 2007)하였다. 최근에는 의상뿐만

아니라 속옷, 액세서리, 구두, 핸드백의 트렌드 화두로 부상하

고 있으며 음식, 음악, 인테리어, 문학 방면에까지 급속도로 성

장하고 있다. 

맥시멀리즘의 특성은 장식 강조와 볼륨의 확대라는 시각적

형태 외에도 구두 디자인을 의상에 부속된 액세서리로서가 아

니라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복고적인 로맨틱 풍의

부활, 화려한 색채, 유희적이고 과감한 장식의 강조 등이 맥시

멀리즘 구두 디자인의 새로운 관심사로 각광 받고 있다. 

3.2. 슈홀릭(shoeholic)과 맥시멀리즘의 상관성

패션에 있어서 미니멀리즘의 경향은 인체에 착장된 전체 스

타일의 이미지 표현에 심플하고 절제된 라인과 장식을 사용하

였다. 이와는 달리 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등 의상을 장식하는

소품이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을 화려하게 강조하는 것이 맥시

멀리즘의 특성이다.

구두 자체가 중요한 장식 소품으로 부각되고 구두의 장식과

구조가 확대되는 현상은 맥시멀리즘의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

고, 구두가 독립된 패션아이템으로 의상보다도 더 중요시하게

부각되는 현상인 ‘슈홀릭’의 등장은 맥시멀리즘 룩의 화려함과

과장, 로맨틱함의 특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다. ‘

구두에중독된 사람, 구두에 탐닉하는 사람’을뜻하는 ‘shoeholic'

이란용어가 트렌드 신조어로 등장하였다. 이것은 특별한 소설

의 주인공이나 정신질환 환자에게 한정된 의미가 아니라 현대

인의 구두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주목받는 패션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 ‘오즈의 마법사’의 빨간 구두, 동화

‘분홍신’, 빈센트의 그림속의 낡은 구두는 소설과 그림 속에 특

별한 의미를 지니는 상징물로 표현되고 있다. 작품 속에 구두

의 의미는 신분상승과 사랑, 인생의 유혹과 호기심, 욕망, 저주

혹은 삶의 애환과 고통을 담고 있는 다양한 소재로 등장한다.

슈홀릭에게 구두는 단순히 패션 코디 아이템의 개념을 넘어서

, 강렬한 수요 욕구와 자아 표현적 매개체의 의미를 가지는 독

립된 예술품 혹은 패션 그 자체를 의미한다.

구두는 신어서 편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는 기능성을 지녀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능을 벗어나 값비싼 보석 장식과 화려한 디

테일, 독창적인 디자인을 특성으로 하는 맥시멀리즘 패션 경향

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슈홀릭’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킨 미국 배우 사라 제시카 파

커는 얼마 전에 국내에서 방영된 미국 드라마 “Sexy & the

City”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패션아이콘이 되었다. 주인공이 신

고 나오는 하이힐은 지미 추 등 유명 디자이너의 것으로, 세련

미와 섹시함의 상징이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의 육감적인 매력

을 강조해주는 보조 액세서리가 아닌 세련된 전체 라인과 고혹

하고 아슬아슬한 굽은 구두 자체의 미학적 독립체로써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미적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적 본능과 신체는 소비상품으로 물

상(物象)화되고 여성 신체의 모든 부분이 교환가치로 환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신체 가꾸기 영역인 성형, 다이

어트 등을 제외하고 신체를 변형시키지 않고 외부의 장치를 통

해 꾸며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패션이

다(김소영, 2007). 현대 패션에서 가장 적극적인 신체 표현 특

성은 여성의 '발'을 감싸는 구두에서 찾을 수 있다. 신체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도 신체 이미지를 심하게 과장하고 신체의 높

이를 확대시키는 맥시멀리즘적 특성을 지닌 하이힐은 직접적인

패션 주체이면서 전체 의상착장 이미지에 화려함을 부여하는

Table 2. 패션과 구두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사적 경향

15세기이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이후

양식적 특성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로맨틱, 크리놀린 포스트모던

패션경향
·종교,부, 명예를 대
변하는 상징 의미

·인위적인 인체 형
태과장

·다양한 보석과 자
수장식 사용

·매너리즘의 
 양식적 혼재
·과도한 장식

·고상한 취향
·환상적인 장식 유
행

·고적 양식의 유행
·인체 과장과 확대
·과도한 장식

·다양한 양식과 디
자이너들의 등장

구두 디자인에 
표현된 특성

·길이제한이 적용
될 만큼 앞코가 연장
된 형태의 크래코가 
특성

·구두코가 넓은 하
이슈즈 유행
·실크소재,버클
·화려한 자수 장식
이 특징인 고급 수제
화

·높은 굽의
 쇼핀 유행
·나무힐로

 제작된
 하이힐탄생

·화려하고 다양한 
자수와 장식 사용

·실용적인 형태와 
사치스럽고 화려한
하이힐이

·공존

·구두 디자인의 산
업화

·고급구두디자인의 
가치 부각 
·다양성과 절충주
의적양식

·인간적 감성과 예
술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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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도구로 해석될 수 있다. 

3.3. 구두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적 경향 특성

구두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적 경향 특성은 탈 중심화

(decentralizing), 다원주의(pluralism), 감성(sensitivity)지향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3.3.1. 탈 중심화(decentralizing)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인 탈 중심성은 의상이 주체가 되고

구두가 보조가 되는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구두 자체가 중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인식의 영역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의

상 착장의 일반화된 공식은 의상 선택에 따라 보조적인 아이템

인 구두, 가방, 액세서리 등을 조화(coordination)시키는 것으로

주체가 되는 의상을 강조하고 다른 액세서리는 강조가 아닌 조

화를 이룰 수 있는 주종의 관계를 형성하였다. 미니멀리즘의 관

점에서 주제가 되는 의상을 제외한 아이템인 액세서리와 장식

적 디테일(detail) 등은 간소화되거나 배제시켜야 할 요소로 인

식되었다. 하지만 다다익선(多多益善)적 특성을 지닌 맥시멀리

즘은 의상이라는 주체이외의 타자(他者)인 액세서리와 불필요

한 장식으로 간과되었던 다양한 디테일을 중요한 강조 아이템

으로 주목하였다. 과다한 장식과 구조의 변형은 탈 구조적이고

탈 기능적 디자인의 자율성을 제공하였다. Fig. 1은 구두디자인

에서 가장 은폐되고 간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구두 바닥에

화려한 비즈를 장식하였다. 보행시 부분적으로 보이는 시각적

인 주목을 목적으로 구두디자인에 중심이 아닌 주변으로 인식

되던 요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취향은 복식미 표

현 요소와 형식에 풍부한 미적 체험과 장식 지향적 미적 가치

를 제공하였다. 

의상을 제외한 패션 아이템 가운데 구두는 가장 주목 받는

패션아이템이 되었다. 구두는 단순히 패션 코디 아이템의 개념

을 넘어서, 의상이나 보석보다도 더 소유와 수집의 욕구를 자

극하는 대상이 되었다. 구두 자체의 미학적 독립체로써 성장(

盛裝, fashion coordination)의 주체가 되어 ‘그 구두에 어울리

는 옷’의 의미로 강조되고 있다. 

조형적 특성에서 파악될 수 있는 탈 중심성은 사물의 본질

을 추구하기 위해 간결성과 단순성을 지향하던 미니멀리즘이

배제해야 했던 다양한 소재와 형태, 강렬한 색상과 장식적 화

려함 등의 맥시멀리즘의 표현 특성으로 나타난다. 맥시멀리즘

은 구두의 착용성과 기능성을 넘어서 미적 균형을 파괴하고 구

두의 기본적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형태까지 미적 표현의 자율

성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3.3.2. 다원주의( pluralism) 

인터넷과 디지털로 대표되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담론으로 등

장하는 혼성(hybridity)은 성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연령 등

의 다양한 영역의 경계가 사라진 동일선상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원주의의 사회 문화적 환경은 다른 국가와 민족의 특

성을 보편화, 세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 비서양문화 등의 주변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원주

의적 조형미는 장르 간의 구분과 표현 형식의 틀을 파괴하여

자유로운 창작 방법과 다양한 조형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시

각과 사고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다양한 영역에서 디자인 영감

과 트렌드를 제공받고, 독창적인 해석과 다양한 이미지의 절충

으로 다원주의의 경향을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주의적 조

형미는 가변적이고 유희적이며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현대 소비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 개발에 키워드

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 패션은 사회와 문화의 구두의 조형적

특성에서 다원주의적 특성은 과거와 미래, 지역과 문화, 다양한

스타일과 디테일의 융합과 재조합이 에조틱(exotic), 에스닉

(ethnic), 복고(retro), 퓨처리즘(futurism), 네오 클래식, 크로스오

버(crossover) 등의 패션 경향으로 표현되었다. Fig. 2는 16-17

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귀족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20-30 높이의 굽을 가진 쇼핀(chopine)이다(김선아, 2008). 이는

화려한 드레스의 맵시와 품위를 강조하는 높은 굽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Fig. 3은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2008년 s/s 구두로 브로케이드(brocade) 직물 느낌의 화려한 캐

스팅(casting) 문양이 표현된 디자인이다. 구두의 중창분과 힐이

연결되어 쇼핀 형태의 하부 구조를 형성한 독특한 스타일의 구

Fig. 1. Valentino 
http://www.vogue.co.kr 

‘07 f/w

Fig. 2. 작자미상 
슈즈디자인개론(2008)

17세기

Fig. 3. Alexander Mcqueen 
http://www.wkorea.co.kr

‘08 s/s

Fig. 4. John galliano 
Collezioni Donna n.125

‘08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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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다.

3.3.3. 감성(感性)주의

“경계를 가르고 간극을 좁히자”는 탈 제약적 사고를 지향하

는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전반에 영향을 미친 기능주의 디

자인의 이성적, 논리적 한계를 비판하고 새로운 문화시대의 개

막을 가능케 했다. 모더니즘의 이성 중심주의에 대한 반발은 억

압되어 왔던 감성적 욕구들을 희생시켜, 그간 금기시 되거나 무

시되었던 욕망과 취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유승

호, 2005). 물질적 풍요와 기술의 발전이 만족시켜 주지 못한

심미적 요인들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되어 ‘감성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다. ‘감성’이란 개념은 다양한 시각에서 정의되므

로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감성공학’분야에서

는 감성을 ‘외부의 물리적인 자극에 의한 감각, 지각으로부터

인간의 경험에 의하여 내부에서 일어나는 고도의 심리적인 체

험으로써 쾌적감, 안락감, 불쾌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해

석한다. 

패션디자인에 표현된 감성주의는 인간 본연의 감성과 욕망

표현을 중심으로 다양한 감정, 과거에 대한 향수, 덜 절제되고

조금은 과할수도 있는 장식에 대한 관대한 허용, 이국적인 취

향, 자연에 대한 관심, 섹시미, 낭만적이고 로맨틱한 장식 취향

, 키치(kitsch)적 감성, 초현실주의 등이 표현되었다. 나아가 감

성적 측면에서 맥시멀리즘의 확대, 과장 특성이 키덜트와 로맨

틱한 스타일에 반영되어 비재현적 초현실주의와 시각적 통증과

압박감이 느껴지는 높은 하이힐의 페티시즘(fetishism)으로 확

장되기도 한다. Fig. 4는 붉은 새틴 소재의 펌프스에 시폰의

리본 스트랩(strap), 타슬(tassel), 자수 장식이 고급스럽고 로맨

틱한 감성으로 표현된 토 오픈(toe-open)슈즈이다. Fig. 5는 구

두 소재로는 익숙하지 않은 부드러운 니트 소재와 장식의 구성

이 독특하다. 파스텔 색상의 수제 니트와 털실 공, 털실로 자

유롭게 묶여진 루프 장식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여러 가지 털

실로 짜주시던 손뜨개의 향수가 느껴지는 사이드 오픈 스트랩

슈즈이다. Fig. 6은 발등 부분이 두텁게 형성되고 바닥이 튼튼

하며, 스키 몸체를 물림하는 벨트가 붙어있는 스키 부츠(ski

boots) 형태의 부티(bootee)이다. 기능성과 착용감을 넘어서 새

로운 창작에 대한 욕구와 초현실적인 실험 의식이 표현된 작품

이다. Fig. 7 일반적인 하이힐의 높이를 능가한 20 정도의 플

랫폼 펌프스로 보행과 착화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높이의 스파이크(spike) 힐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이드는 발을

원초적인 성적 상징으로 파악하고 하이힐은 여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이의정,양숙희, 1997). 실제로 하이힐은 발

목과 다리를 날씬해 보이도록 해서 섹시한 각선미를 연출하며

착용자의 키를 높여주고 관능적인 매력을 발산하도록 유도한다.

4 구두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 미적 특성

4.1. 구두 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조형성

구두는 가죽·베 등으로 만든 서양식의 신을 의미하는 것으

로(민중서림 편집국 , 2006) 발을 덮는 폐쇄형식의 신의 총칭

이며, 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었지만 시대나 패션 트

렌드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조형적 특성을 나타난다. 구두 디

자인의 조형 요소는 형태, 소재와 색상, 디테일 및 트리밍 등

으로 구분하였다. 구분 방법은 Mcdowell(1994)의 형태(shape),

소재(material), 장식(ornament)의 구분(권미영, 2002)과 차은진

(2004)의 형태, 소재, 색체, 장식의 분류를 참고하였다. 

4.1.1. 형태

구두의 형태를 구성하는 형과 선은 구두의 코(toe) 형태, 제

갑(製甲-upper)의 톱 라인(top line-발등과 구두가 닿는 선)과

창 접착 방법, 힐의 형태와 높이에 따라 다양하다. 신발은 신

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펌프스(pumps), 샌들(sandle), 뮬(mule),

부츠(boots)로 구분된다. 구두의 구조는 제갑과 힐, 창으로 나

눌 수 있다. 제갑은 힐과 창 부분을 제외한 구두 윗부분을 말

하는 것으로 구두디자인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소재로 구성된

부분이다. 창 부분은 구두의 바닥을 형성하는 것으로 제갑과 힐

을 연결하는 중창(insole), 직접 바닥에 땋는 바깥 부분인 본창

(out sole), 구두 바닥의 파열을 막고 체중을 지탱하기 위한 척

추역할을 하는 허리쇠(shank steel), 중창과 본창 사이에 삽입되

는 속창(mid sole), 구두의 제갑과 창의 접합 부분을 마감하는

웰트(welt)로 구성되어 있다. 힐의 역사는 신분과 권력의 상승

을 의미하는 몸치장의 역사적 상징이다. 복식사(史)의 흐름 속

에서 가는 허리와 관능적인 몸매를 위한 코르셋의 착용과 건강

Fig. 5. Alberta Ferretti 
http://www.style.com

‘05 s/s

Fig. 6. Gareth Pugh
http://www.wkorea.co.kr

‘08 f/w

Fig. 7. Dries Van Noton 
http://www.vogue.co.kr

‘08 f/w

Fig. 8. Valentino 
Collezioni Donna n.125

‘08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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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치명적인 손상을 감수하고 신는 하이힐의 착화(着靴) 의미

는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힐의 형태와 접합 방식에 따

라 하이힐(6 이상)·미들힐·로힐(1-2 cm)로 구분되고 (차은진

, 2004), 형태에 따라 프렌치 (French), 큐반(Cuban), 웨지

(wedge), 플랫폼(platform) 으로 구분될 수 있다. ‘큰 것이 아름

답다’, ‘많은 것이 좋다’는 맥시멀리즘 특성은 구두 형태를 구

성하는 요소들의 규모나 수량의 과장과 확대, 형태 변형을 통

한 강조와 변화의 방법으로 다양하고 화려하게 표현되고 있다.

Fig. 8은 로맨틱한 문양의 어퍼 디자인과 힐과 플랫폼의 형

태가 변형된 특징적인 형태이다. Fig. 9는 제갑의 뒤 중심 부

분을 확대하여 톱 라인에 변화를 주었으며 속창에 해당하는 플

랫폼 부분을 두껍게 하고 다른 색상을 삽입하여 라인 강조, 창

앞부분에 변화를 준 디자인이다. Fig. 10은 제갑을 조각(piece)

으로 분리하여 리벳(rivet)장식으로 재조립한 형태로 플랫폼을

분리하지 않고 봉합하여 마감하였다. 큐반 하이힐은 2부분으로

분리하여 쇠막대로 조합되는 특징적인 스타일이다. 

Fig. 11은 다른 재질과 형태의 스트랩이 교차로 형성되어 있

으며, 뒤 월형 부분이 뒤꿈치를 감싸주고 잡아주는 기능적 역

할이 아닌 장식적 요소로 축소되어 매쉬(mesh) 밴드 형태로 표

현되었다.
 

4.1.2. 소재와 색상

구두에 있어서 소재와 색상은 구두 제갑, 힐, 중창, 장식 등

을 구성하는 재질과 색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절제되고 심플함

이 우선시 되던 미니멀리즘의 경향과는 대조적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소재와 색상이 맥시멀리즘 경향의 구두디자인에 특성으

로 부각되었다. 구두를 구성하는 재질에서 제갑 소재는 일반적

으로 피혁, 섬유, 합성 소재 등 이며 구두가 지니는 실용적 기

능과 시각, 촉각적 기능을 가진 재질은 형태보다도 더 강렬한

표현적 특성을 지닌다. 착용자가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착화감

과 시각적 재질감, 보행 시에 발생하는 바닥과의 마찰이나 다

른 물체와의 충돌에서 발을 보호하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내마모성과 형태 유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주로

질기고 강한 기능성 위주의 구두소재를 주로 사용하였으나 중

세와 근세에 이르러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다양한 소재를 사용

하게 되었다. 맥시멀리즘 경향이 표현된 구두디자인의 소재는

재료의 종류, 재질표현과 가공 및 문양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

져서 중요한 디자인 표현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

갑의 소재로 사용되던 피혁은 화려한 표면 재질을 강조할 수

있는 뱀, 낙타, 도마뱀, 악어 등의 천연 무늬피류와 가공 방법

에 있어서 심플하고 하드하게 무두질한 풀 그레인(full grain)보

다는 쉬링크(shrink), 엠보싱(embossing), 페이턴트(patent), 펄

(peal), 벨루어(velour), 캐스팅(casting), 펀칭(punching) 등의 다

양한 표면 처리된 소재들이 선호되었다. 기타 소재에 있어서도

벨벳, 스판덱스(spandex), 자카트(jacquard), 메쉬, 레이스, 코르

크(cork), 사이잘(saisal), 고무 등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독특

한 소재 질감 자체를 강조하거나 이질적인 소재의 사용이나 소

재간의 조화를 통하여 맥시멀리즘의 화려함과 다양함을 표현하

Fig. 9. Louis Vuitton 
Collezioni Donna n.125

‘08 s/s

Fig. 10. Christian Dior 
http://www.vogue.co.kr

‘07 s/s

Fig. 11. John Galliano 
Collezioni Donna n.125

‘08 s/s

Fig. 12. Marc Jacobs 
http://www.style.com

‘07 s/s

    

Fig. 13. Christian Dior 
http://www.vogue.co.kr

‘07 s/s

Fig. 14. Christian Louboutin 
http://www.style.com

‘08 s/s

Fig. 15. Jil Sander
Collezioni Donna n.125

‘08 s/s

Fig. 16. Alexandro Dell' Aqua 
http://www.style.com

‘07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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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도 선호되고 있다. Fig. 12, Fig. 13, Fig. 14는 복고적

인 이미지가 강한 화려한 자카트와 레이스, 빈티지한 무드의 진

(jean), 자연 소재인 사이잘, 코르크, 나무 등과 미래주의적 경

향의 광택 소재 및 다양한 신소재의 사용이 특징적이다.

오늘날과 같은 개념의 힐은 16세기 말에 신기 시작하였다.

힐의 본체 부분은 주로 가죽, 고무, 폴리우레탄, 폴리에틸렌 등

으로 만들며 지면과 닿는 부분인 톱 리프트(top lift)는 가죽이

나 플라스틱, 합성고무 및 폴리우레탄 등을 사용한다(임영식,

2002). 힐이 구두의 높이를 결정하는 역할 이외에 힐 자체가

구두 전체 디자인의 중요한 미적 가치를 부여하는 요소를 강

조되고 있다. Fig. 15는 복잡하고 정교한 

조각 형태의 주황색 힐이 금속으로 제작되어 심플한 구두 디

자인에 화려하고 독창적인 미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Fig. 16

은 본딩(bonding)으로 문양을 표현한 제갑 부분의 독특한 소재

와 아크릴 비즈로 장식한 스틸레토(stilletto) 힐의 앤클(ankle)부

츠이다. 구두의 치수 적정성이나 구두의 인체공학적 기능성을

저해하지 않고 맥시멀리즘의 과장과 확대지향경향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은 시각적 요소의 강조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인 소

재와 구두 디테일의 강조 등의 형태적 요소 외에 색상은 형태

에 대한 우리의 지각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미적 자극을 요구

하는 디자인 요소이다. 구두에 있어서 색상은 가죽 가공과 표

면 처리 및 형태 구성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의상보

다는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의상에 종속되는 타자가 아닌 독

단적인 개체로 인식되어 복식 코디네이션에 있어서 독특한 색

상으로 디자인 포인트가 되는 주체가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구두의 색상은 의상, 공간, 규모, 균형, 비례, 소재, 위치 등의

상호 관계 속에 다양한 색채이미지를 형성한다. Fig. 17은 어

린이들의 장난감인 레고 블록 재질과 색상을 주제로 키치적 감

성이 표현된 부띠(bootie)이다. 우주와 미래를 주제로 한 애니

메이션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구두를 연상시키는 유희성이 표현

된 기발한 디자인이다. 시각적 질감 가운데 문양은 색채와 함

께 조화되어 구두 전체의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거나 장식적

요소로 다양한 미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요소이다. 

4.1.3. 디테일 및 트리밍

미니멀리즘의 경향에서는 생략되고 제거해야 할 요소로 인

식되던 디테일과 트리밍의 장식방법은 맥시멀리즘의 화려함과

다양한 장식취향에 특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

. 구두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를 형태, 소재와 색상, 장식으로 구

분하는 연구(송지현, 2007)가 있다. 하지만 작업 공정이 구분되

는 장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두 봉제 과정 중에 제작되어지는

세부 장식적 요소인 디테일과 형태 구성요소와는 구별되는 순

수 장식을 의미하는 트리밍을 구별하여 살펴보았다. 구두의 디

테일은 구두를 만드는 봉제과정에서 장식을 할 목적으로 이용

되는 패치워크, 스트랩펀칭, 고어밴드, 프릴(frill), 파이핑

(piping), 스티칭(stitching), 핀턱(pin-tuck), 스모킹(smocking),

주름(pleat), 퀼팅(quilting), 자수(embroidery), 러플(ruffle), 셔링

(shirring), 아플리케(aplique) 등을 들 수 있다. 웰트나 중창 부

분을 특별한 소재나 기법으로 장식하거나 제갑 부분에 소재를

패치하거나 디테일을 첨부한 디자인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Fig.

19). 구두에 있어서 트리밍은 의상의 코사지(corsage)나 보우

(bow), 단추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장식물로 사용되는 소재는

가죽, 금속, 고무, 아크릴, 레이스, 비즈(beads)(Fig. 20), 스팽글

(spangle), 큐빅, 깃털, 꽃 장식과 보석이나 조개 장식 등이 있

으며, 가죽이나 천을 사용한 형태로는 타슬, 코드(cord), 리본,

장식 밴드 등이 있다. 금속을 사용한 장식으로는 버클, 버튼,

아일렛(eyelet), 리벳(rivet) 등이 있다. '별 구두'라 불리는 이브

생로랑(Yves Saint Laurent)의 샌들은 스트랩의 폭을 최소화하

는 대신 다채로운 색상의 금속별 장식을 구두에 달아 화려하고

재미있는 동화적 느낌을 준다(Fig. 21). 
 

4.2. 구두 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의 조형 방법

구두는 발을 매개로 표현되는 복식 요소이다. 현대 복식에서

하나의 독립된 복식 조형물로 인정받는 구두디자인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독특한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구두디자인

은 보행과 착화감에 적합하며 의복에 어울릴 수 있는 액세서리

적인 요소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적 표현의 자율성과 다양

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조형 매체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극

단적인 장식과 과장 및 화려함을 표현하는 맥시멀리즘 경향과

어울려져 무제한적인 표현 자율성을 허용하는 열린 개념의 방

법은 과장과 집중, 왜곡과 변형, 이접과 혼재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Table 3). 

Fig. 17. Balenciaga 
http://www.firstview.com

‘07 f/w

Fig. 18. Prada 
http://www.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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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ries Van Noton 
http://www.firstview.com

‘08 s/s

Fig. 20. Yves Saint Laurent
http://www.vogue.co.kr

 ‘08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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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과장과 집중

과장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주

관적 조형미에 따라 고의로 확대하고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의

미하는 것이다. 과장의 형식으로 안정된 시각적 균형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역치상승 기대효과에 대한 시각적 자극과 자기

과시, 성적 매력의 표현 욕구와 미적 표현의 자율성을 실현하

기 위함이다. 구두 디자인의 과장 표현은 형태나 부피를 확대

하거나 장식이나 특징적인 소재 및 색상 등의 요소를 강조하여

시각적 집중 및 관심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있다. 형태나 부피

를 확대하거나 과장하는 표현 방법으로는 인체구조의 높이 확

대 Fig. 21와 면적의 확장 Fig. 22이 대표적이다. 장식을 통한

집중의 방법은 일반적인 미적 균형과는 구별되는 장식의 강조

와 반복으로 표현된다. Fig. 23은 높은 프렌치 힐과 새틴 소재

로 구성된 하이힐 뒷부분에 대담한 리본 장식과 깃털 디테일이

특징이다. Fig. 24는 화려한 색상의 비닐 소재의 루프가 레이

스업 디테일로 반복되는 글레디에이터(gladiator) 스타일의 부츠

이다. Fig. 25는 자연적인 소재의 장식을 통하여 자연적인 이

미지와 에스닉(ethnic)을 표현한 플랫폼 샌들이다. 과장과 집중

의 표현 형식은 구두의 힐 높이가 부여하는 기본적인 높이 상

승의 역할 외에도 면적의 확장, 장식의 크기 확대나 디자인 구

성 요소의 집중으로 구두디자인의 미적 다양성과 독창성을 부

여하고 있다.

4.2.2. 왜곡과 변형 

왜곡은 형태나 모양을 바꾸거나 실제와 다르게 변형함을 말

한다. 왜곡을 통하여 정형화된 형태를 변경함으로써 구두 디자

이너는 조형된 형태에 새롭고 신선한 효과를 부여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두와 발의 직접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구

두 내부 공간을 변형하거나, 구두 외적 부분에 해당하는 신체

외적 공간에서의 형태 왜곡을 함으로써 독립적인 조형미를 추

구할 수 있다. Fig. 26은 고어(gore)밴드와 기모피혁으로 구성

된 슬립 온(slip-on)으로 힐을 발의 중심으로 휘어지도록 형태

를 왜곡하였다. 탈구조적인 형태의 왜곡은 시각적인 긴장감과

착용감에 대한 의구심을 유발시키며 낯설게 하기 효과를 증폭

시킨다. Fig. 27은 중창과 본창 사이에 제갑이 삽입되는 기본

형태를 벗어나 제갑이 본창을 감싸며, 제갑 부분의 앞코 부분

이 노출되도록 형태를 변형하였다. 섹시한 이미지의 부분 노출

과 플랫폼의 강조는 로맨티시즘의 극대화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 28은 플랫폼이 변형되어 밑창의 역할을 함과 동

시에 중창과 창 사이에 힐이 삽입되어 전위적인 조형미가 표현

된 샌들이다. 

4.2.3. 이접과 혼재

이접과 혼재는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을 모아 결합시켜 기존

의 요소들의 혼합물이 아니라 전혀 다름 의미의 요소로 재조합

Table 3. 구두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적 조형성의 표현 특징과 방법 

조형 요소 조형 특징 구체적 표현 특성 표현 방법

형태 요소들의 규모나 수량의 과장과 확대, 형태 변형 

구성요소의 자유로운 변형 및 탈구조성

과장과 집중
왜곡과 변형
이접과 혼재

다양한 형태와 기능의 통합화

구성 요소의 과장된 확장과 반복 표현

소재와

색상
재료의 종류, 재질표현과 가공 및 문양의 종류가 다양

다양한 소재의 결합 및 삽입

신소재와 실험적 소재 사용

색상, 문양의 강조와 수용

디테일

및 트리밍
맥시멀리즘의 화려함과 다양한 장식취향에 특성을 부

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

로맨틱한 장식과 수공예적 표현 강조

키치감성의 유희적 모티브 활용

복고적인 장식과 트리밍의 재창조

Fig. 21. Christian Dior
http://www.vog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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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Vivienne Westwood 
http://www.vogue.co.kr

‘08 s/s

Fig. 23. Christian Louboutin 
http://www.style.com

‘08 s/s

Fig. 24. Alexandro Dell'Acqua 
http://www.wkorea.co.kr

‘08 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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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형식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하이브리드

'는 서로 다른 인종, 품종, 특성 등의 사이에서 탄생한 이형(異

形)이라는 의미와 상이한 문화나 전통의 혼합에 의해 출현한

새로운 결과물이라는 뜻을 지닌다. 구두디자인에 나타난 이접

의 형식은 성의 혼합, 이질적인 요소나 소재의 접합, 구성 요

소간의 위치 변경 등이다. 혼재는 표현 요소와 소재를 선별하

여 심플하게 편집하는 경향의 미니멀리즘과 대조적인 형식이다

. 백과사전식 나열법이라고도 하며 부조화의 조화, 충돌되는 이

미지의 병치(竝置) 방법으로 혼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이다. Fig.

29는 어퍼와 대비되는 색상의 큐반힐 (Cuban:굽 안쪽이 일자로

떨어지는 굽) 톱 리프트(top-lift) 부분에 금속나사 형태의 이질

적인 소재가 삽입되어 시각적 긴장감과 이질적인 부조화의 미

적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Fig. 30은 플랫폼이 삽입되는 중창

과 겉창 사이가 분리되어 투명한 힐 형태의 아크릴 소재가 삽

입되어 있다. Fig. 31은 대조적인 색상과 전위적인 디자인이 특

징적인 마크 제이콥스의 펌프스이다. 힐의 위치가 발바닥 중앙

으로 이동하여 기능성과 실용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독특

한 디자인이다. 

혼재는 다양한 소재와 요소에서 이루어지는 혼합과 복잡함,

긴장감과 난해함을 의미하는 절충적 형식을 의미한다. IT 분야

에서의 혼재 경향인 컨버전스(convergence: 여러 기술이나 성

능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는 패션의 소재, 프린트, 아이템 등에

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두 디자인에 있어서 혼재의 조

형 형식은 시간과 문화, 성과 계절, 소재와 기능 등에 관련하

여 살펴볼 수 있다. Fig. 32는 플랫폼 펌프스에 수납과 스트랩

의 기능을 하는 포켓의 기능이 부가된 컨버전스 활용 예이다.

Fig. 33은 네덜란드 지역의 민속신인 나막신의 형태를 현대적

으로 재연하였으며, Fig. 34는 끈을 매는 남성화의 옥스퍼드 디

테일을 활용한 부츠의 아이템과 토 오픈의 조합으로 캐주얼하

면서도 로맨틱한 여성 하이힐 슈즈이다. 겨울엔 부츠류, 여름에

노출부분이 많은 샌들류 라는 일반적인 계절의 구분은 사라지

고 겨울에도 샌들과 오픈스타일의 펌프스가 자주 등장한다. 현

Fig. 25. Dsquared 
http://www.vogue.co.kr

‘08 s/s

Fig. 26. Biba 
http://www.firstview.com

‘08 f/w

Fig. 27. Versace
http://www.style.com

‘07 s/s

Fig. 28. Christian dior 
http://www.vogue.co.kr

‘08 f/w

Fig. 29.
Alexandre Herchcovitch 
http://www.vogue.co.kr

‘08 f/w

Fig. 30. 
Donna karan

http://www.wkorea.co.kr
‘07 s/s

Fig. 31.
 Marc jacobs 

Collezioni Donna n.125
‘08 s/s

Fig. 32.
 Channel 

http://www.vogue.co.kr
‘08 f/w

Fig. 33. Victor&Rolf 
http://www.vogue.co.kr

‘07 s/s

Fig. 34. Prada
Gap Collections Woman

 ‘06 s/s

Fig. 35. Givency 
http://www.vogue.co.kr

‘07 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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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인 힐 형태인 웨지(wedge)의 소재가 동양적인 이미지의 등

나무로 구성된 프라다의 슈즈디자인으로 오리엔탈리즘의 컨셉

과 아방가르드한 디자인이 혼재되어 예술적인 조형작품으로 표

현되었다(Fig. 35). 21세기 맥시멀리즘의 조형 형식가운데 이접

과 혼재의 방법은 전위적이고 유희적인 조형미 표현을 통하여

현대인들에게 신선한 시각적 자극과 환상을 제공하였다. 

5. 결 론

현대 패션에 나타난 맥시멀리즘은 21세기 트렌드를 주도해

오던 미니멀리즘의 반대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맥시멀

리즘을 단순히 미니멀리즘의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다

양성과 열린 개념을 표방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상대

적인 차이를 지니는 트렌드 경향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1세기 이후 패션에서 미니멀리즘은 모더니즘, 미래주의

등의 경향에 '네오, 도시적, 부드러운’ 등의 수식어와 결합하여

중요한 트렌드로 꾸준히 성장해왔다. 

미니멀리즘의 축소 지향적 개념과 단순성은 낭만적이고 풍

요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패션 디자이너와 소비자들의 감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때문에 절제되고 편집지향의 미니멀리즘을

벗어나서 인간적 감성, 전통과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 본능적

인 장식 욕구를 표현하는 맥시멀리즘의 등장은 필연적이었다.

맥시멀리즘은 패션의 다양한 영역과 형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구두 디자인에서는 '구두에 중독된 사람, 구두에 탐닉하는 사

람에 탐닉한 사람'을 뜻하는 '슈홀릭'이란 용어가 트렌드 신조

어로 등장할 만큼 신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신체 이미지를

심하게 과장하고 왜곡시키는 높은 하이힐이 문화적 코드로 주

목받는 패션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구두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적 경향 특성은 탈 중심화, 다원주

의 혹은 다문화주의, 감성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탈 중

심화는 의상이 주체가 되고 구두가 보조가 되는 종속적 관계를

벗어나 구두 자체가 중요한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는 것을 뜻

한다. 둘째, 다원주의적 특성은 과거와 미래, 지역과 문화, 다

양한 스타일과 디테일의 융합과 재조합이 에스닉, 복고, 크로스

오버 등으로 표현된다. 셋째, 감성주의는 구두디자인에서 인간

적 감수성과 적극적인 감성 표현이 유희성, 자연미, 섹시미, 향

수, 환상성, 키치 등의 조형미로 표현된다. 

구두의 조형적 구성요소인 형태, 소재, 색상, 장식 등은 과장

과 집중, 왜곡과 변형, 이접과 혼재 등의 조형 방법을 통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구두 디자인의 조형 특성으로 표현된다. 

첫째, 과장과 집중의 조형 방법은 구두의 다양한 형태와 높

이의 힐, 면적 확장과 형태 변형, 장식이나 디테일의 집중과 반

복, 감각적인 색상과 소재 사용, 과감한 크기와 양의 디테일 및

트리밍, 수공예적인 가법 사용 등을 통하여 신체의 과장과 확

대 욕망, 역치 상승에 의한 감각성, 차별적인 장식성으로 표현

된다. 둘째, 왜곡과 변형은 어퍼, 중창과 힐 형태의 다양한 변

형, 탈 기능적·탈 구조적 구두 디자인, 실험적인 소재와 디테

일을 사용하여 감성적 로맨티시즘의 극대화, 탈 중심적 열린 사

고, 전위주의적 조형미를 표현하였다. 셋째, 이접과 혼재의 표

현 방법은 성·계절·스타일·소재의 혼합, 감성적 유머와 추

억 등의 키치적 표현, 다양한 용도와 기능의 컨버전스, 다른 이

미지와 스타일의 혼용을 통하여 스타일과 아이템의 비경계성,

인간 감성에 충실한 유희성 추구, 통합성과 퓨전성, 전위적 조

형미, 크로스오버, 에스닉, 복고 스타일, 퓨처리즘 등을 새롭게

조합하여 다원주의적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본 연구는 구두 디자인에 표현된 다양하고 화려한 맥시멀리즘

의 경향과 조형 특성을 파악하여 구두 디자인이 가지는 조형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미적 표현 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구두 디자인의 트렌드 경향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의 구두 디자

Table 4. 구두디자인에 표현된 맥시멀리즘적 조형 특성

조형 방법 형식 특성 조형 의미

과장과 집중

힐의 높이와 플랫폼의 확장
앞코, 발등, 중창, 발목 부분에 면적 확장과 형태 변형
스트랩 및 레이싱의 강조 및 반복
과감한 크기, 과다한 양의 디테일 및 트리밍 사용
화려한 색상이나 이질적인 소재 사용으로 시선 집중
수공예적인 디테일 강조

신체의 과장과 확대 욕망 표현
극대화된 이미지:비재현성 표현

과장된 장식주의 지향
역치 상승에 의한 감각성 추구
차별적인 장식성 추구

왜곡과 변형

중창과 힐 형태의 다양한 변형
탈기능적탈구조적 구두 디자인 시도
(높은 하이힐, 힐 위치의 변형)
실험적인 소재와 디테일의 사용

감성적 로맨티시즘의 극대화
탈중심적 열린 사고 

전위주의적 표현 

이접과혼재

이질 소재의 삽입, 성계절스타일의 혼합 스타일과 아이템의 비경계성

키치적 표현 유희성 추구

다양한 용도와 기능의 컨버전스 통합성과 퓨전성, 전위주의

다양한 유형의 스타일과 이미지의 혼용
다원주위적 스타일
크로스오버, 에스닉, 복고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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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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