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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whether heel height changes in the U.S. market occur in a 
cyclical pattern and heel heights show greater within-year variability over time. Heel height data from U.S. Vogue’s 
spring and fall editions were analyzed over the time period 1950~2014. A total of 1581 pieces of data were 
measured in millimeter units using Adobe Illustrator and standardized by dividing the height of the heel by the 
shoe length through the curved sole line. To analyze the cycle pattern of heel heights, the yearly averages were 
standardized by using three-year moving average technique to average out the irregular components of time series 
data and give a better indication of the long-term fluctuation of heel height. To identify the degree of within-year 
variability of heel height,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average measurements for a year was calculated, and then 
decade averages were drawn from the yearly averaged standard deviation. One-way ANOVA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within-year variability of data in heel height over the time period studied by decade. The results 
showed: First, there was a trend toward higher heels from the early 1950s to 2011. Second, four cyclical movements 
of heel height were observed from 1950 to 2007, and heel heights gradually decreased after 2008. Third, the 
within-year variability significantly increased over time, especially after the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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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신발은 인류의 역사는 물론 복식 문화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Kim, 2008), 의상의 전
체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마무리 역할을 담당함으

로 인해(Kim, Choi, & Lee, 2001), 소비자들은 신발
을 자신의 외연체 또는 표현방식으로 인식하고 있

다(Belk, 2003). 소비자들이 신발을 구매할 때 편안
감(Au & Goonetilleke, 2007), 신발치수(Witana, Feng, 

& Goonetilleke, 2004), 그리고 신발의 색상이나 유
행 등의 미적인 측면인 디자인과 감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더욱이 여성 신발 중에서 하이힐은 복식
및 신발디자인의 가장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품목

중의 하나로 여성의 미를 증대시키는 패션의 조형

물이며(Kim, 2008), 패션과 분리될 수 없는 품목이
다. 여성들은당시대유행으로의상과 신발을한 세
트의 통합체로 받아들이는데(Belk, 2003; Goodacre 
& Candy, 2011), 그 대표적인 예가 1947년에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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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디오르(Christian Dior)가선보인뉴룩(New Look)
이다(Olds, 2001). New Look은 서양여성들이 세계
대전 이전에 착용했던 기능 또는 실용 위주의 스타

일 즉, 각진 어깨선, 일자형의 박스스타일 실루엣 등
을 대처한 새로운 스타일로 한층 유연한 어깨선과

약간 볼륨이 들어간 몸매, 강조된 허리선, 히프에서
정강이까지 플레어스커트가 그 특징이며, 하이힐의
가미로 인해 여성스러운 품위와 우아함이 돋보인다

(Steele, 2000; The new look, 1947; Watson, 1999). 
여성의구두, 더욱이하이힐은 의상, 액세서리, 그

리고 뷰티와 더불어 한 시대 또는 시즌의 대표적인

룩(look)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2010년 기준 국
내의 드레스화나 정장화(dress and formal shoes) 시
장규모는매출액기준으로약 544백만달러(Footwear 
Industrial Promotion Center, 2012)에 달하였다. 미국
여성들은 평균 약 20켤레의 신발을 보유하고 있으
며(Allen, 2014; Huffingtonpost, 2013), 미국 소비자
들의 경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인당 일 년 평균

7.5켤레의 신발을 구입했다(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2015). 이렇듯, 신발 시장규모
는 점차 커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은 신발 구매 시
신발을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뽐낼 수 있는 한 매체

로생각한다(Boyce, Martens, Schimel, & Kuijer, 2012).
여성구두에 대한 국내 연구로 역사적 고찰에 관

한 연구(Kwon, 2000; Kim et al., 2001; Kim, 2008; 
Choi, 1992)들이 진행되었으며, 하이힐 착용에 대한
심리적 고찰(Lee, 2007; Cho, Kim, & Koh, 2009), 구
두 선호도(Lee, 2012), 디자인 특성(Lee, 2009; Chae, 
Koo, & Chae, 2008)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패션의 중요한 한 요소인 여성구두 굽의 변

화에 대한 논문은 치마길이(hem line) 변화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국내외를 통해 거의 전무한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구두의 높이가 시
대 흐름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

지를 패션잡지에 있는 신발사진의 관찰을 통해 분

석하여, 그 변화의 주기성여부와 트렌드, 그리고 동
시대의 지배적 굽 높이 여부와 다양한 굽 높이의 공

존 여부를 도출함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패션이론
의 한 축의 토대를 쌓는데 학문적 기여와 여성신발

업체들이 향후 구두 높이 트렌드를 예측할 때 방법

론적인 고찰 발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 기여할 것

으로 사료된다.

II. Background

1. Fashion cycle theory 
프랑스 사회학자인 Tarde(1985/1903)는 패션의

주기를 혁신, 모방, 그리고 대립의 순환으로 설명하
였다. 즉, 어느 부문에 혁신적인 것이 선도그룹에
받아들여지면 이것들은 대수의 추종자들에 의해, 
모방되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신선함을 상실하
게 되어 또 다른 혁신이 일어나게 된다. 고전적인
하향전파론(Trickle-down theory)에 따르면 소수의
선도그룹에서 도입된 혁신은 다수의 대중들이 모방

을 하면서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 십
년 동안을 거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는 이전

과 현저히 다르게 변화하였다. 소비자들의 패션 상
품의 기호나 선호도는 아주 다양해졌으며, 더불어
혁신 또는 패션의 근원지 파악 또한 용이해졌다. 패
션 정보는 신기술의 발전과 통신혁명으로 인해 아

주 빠른 속도로 지역과 국경을 넘어 수직적 또는 수

평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패션
은 더 이상 모방이나 하향 전파론 만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후 Blumer(1969)는 혁신과 패
션이 모방에 의해 확산된다는 모방이론에 기초한

기존의 하향 전파론 수용을 배격하고, 패션을 모방
이 아닌 집단적 행위 또는 기호로 결론 내렸다. 이
러한 집합적인 선택은 1980년대 이후 소비자의 기
호와 선호도의 다양화, 개성화되면서 하위문화별 또
는 집단별선택을함으로써(Lee & Rhee, 2010) 다양한
패션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Cholachatpinyo, 
Fletcher, Padgett, & Crocker, 2002; Kaiser, Nagasawa, 
& Hutton, 1995).
패션은시계열속에서점진적으로새롭고신선함을

추구하면서 변화하는데(Blumer, 1969; Sproles, 1985),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기보다

는 장기간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한 방향에서 반

대 방향으로, 또는 그 역방향으로 변화한다(Sproles, 
1985). 즉, 치마나 드레스의 길이 변화는 긴치마(full 
length)에서 초 미니까지, 여성구두 굽 높이의 경우
플랫(flat)에서 10센티미터가 넘는 하이힐까지, 여성
들이 착용하고 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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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길이를 달리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받아지지만

(Ahn, 2014), 이 수용의 정도는 당 시대의 사회적 문
화적인 가치 내에서 결정된다(Lee & Rhee, 2010; 
Fay, 2006).

Kroeber(1919)는 최초로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패션 스타일의 주기성을 연구하였는데, 이브닝드레
스의 6요소 - 치마길이, 허리선 길이, 목선 길이, 치
맛단 폭, 허리선 폭, 그리고 목선 폭 - 를 통해 1844
년부터 1919년간 두 차례의 스타일 변화 주기를 관
찰하였다. 이후 몇몇의 학자들(Ahn, 2014; Belleau, 
1987; Curren, 1999; Jack & Schiffer, 1948; Richardson 
& Kroeber, 1940; Weeden, 1977; Young, 1966)이 연
구대상과 연도를 달리하면서 치마길이의 변화주기

존재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햄 라인(hem line)의 유행 경향을 보면 1980년 이

전에는 어느 특정 길이의 햄 라인이 소비자들에게

유행으로 받아 들여졌으나, 그 이후부터는 동년도
내에서 더 다양한 햄 라인이 공존하였으며, 1990대
부터공존상태는더욱확연하게나타났다(Ahn, 2014; 
Curren, 1999; Docherty, Hann, & Schgor, 2000; Lowe 
& Lowe, 1990). 이런 다양한 햄 라인 길이의 공존현
상에 대해, Ahn(2014)은 통신기술의 발달, 그리고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변화 추구와 짧아진 유행 사

이클 등을 들어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패션관련 학자들은 패션을 드레스 또는

의상의 범주로 보고 패션이론 연구할 때, 의상 또는
의상심리 등을 위주로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패션
은 의상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의상과 관련된 액세

서리, 미장, 그리고 신발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의상 중심의 패션 연구는 패션의 한 지류인 여

성신발에 대한 연구가 패션의 한 분야로서 연구 대

상에서 멀어지게 만든 한 가지 요인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의류가 디자이너, 생산자, 매체,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들로 구성된 패션체계 속에서 패션으

로 전환되는(Entwistle, 2000; Kawamura, 2005) 것처
럼 구두도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션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션의 주류인 의상
이 스타일 변화 주기와 추세, 그리고 다양성을 가지
고 있듯이 여성 구두의 높이도 유사한 현상을 가지

고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설정하였다.

III. Research Methods

1. Research questions
1) 구두 굽의 높이가 자체적인 변화 법칙에 따라
한방향또는양방향으로주기성(cyclic pattern)
을 띠면서 변화하는가?

2) 한 시즌 또는 동 연도 내에 지배적인 구두 굽
높이가존재하는가, 아니면시대가지나면서다
양한 높이의 구두굽이 동시대에 공존하는가?

2. Sample
패션 잡지는 새로운 패션에 대한 소개와 분석을

제시하는 패션정보의 원천이다. 따라서 독자들의 한
잡지에 대한 신뢰는 그 잡지의 명성과 역사를 유지

하게 만든다. 그 대표적인 잡지 중의 하나가 보그
(Vogue)지이다. 따라서패션변화에대한연구의자료
원천으로 Vogue를활용하는것이적합하다(Dorcherty 
et al., 2000). 또 패션 햄 라인 변화에 대한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Vogue를 사용하여 자료조사를 하였
으며(Ahn, 2014; Barber, 1999; Belleau, 1987; Docherty 
& Hann, 1993; Docherty et al., 2000; Lowe, 1993; 
Jack & Schiffer, 1948; Krober, 1919), 다양한 잡지를
사용하기 보다는 한 잡지에서 관찰된 자료는 일관

성을 유지할 수 있다(Dorcherty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의 근원으로 미국 Vogue를 사용하는
것이타당하다고판단하였다. 본연구의범위에 1950
년도 이전의 자료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본 연구
가 패션 자체에 내재된 순환주기와 추세, 그리고 가
변성을 분석하고자 하는바, 1950년 이전의 자료를
포함할 경우, 두 차례의 세계대전으로 인한 외부적
인 환경요소에 따라 패션의 스타일 변화가 남녀의

역할 변화나 전쟁물자 중심의 산업체계 등으로 인

하여 인위적으로 왜곡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

문이다. Vogue의 3월호와 9월호는 각각 봄/여름과
가을/겨울의 새 컬렉션을 소개한다(Derrick & Muir, 
2010). 따라서 1950년에서 2014년까지 발행된 미국
Vogue 중 춘하추동 컬렉션을 다루는 호들만을 사용
하였으며, 패션 편집란에 소개된 사진만을 분석하였
다. 해당 호에서 샘플이 10개 미만인 경우 바로 그
이전 또는다음 호에서 샘플을추가하여총 206권으
로부터 1,581개의 사진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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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ta selection 
여성신발은 유행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하는

데, 궁극적으로는 몇 가지 기본적인 부분의 변화로
인한스타일변화를갖는다. 즉, 부츠의길이높낮이, 
구두 뒤축과 발등이 개방 형태, 그리고 발등이 덮여
있는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여 발등이나 발뒤꿈치에

연결 끈의 유무 여부, 굽의 형태(웻지, 하이힐), 플랫
폼(platform), 그리고 신발의 앞부분의 모양(둥근 형
태, 뾰족한 형태, 각진 형태, 그리고 개방된형태) 등
에 따라서 여성 구두 디자인이 달라진다. 여성 구두
의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 이

외에 제작에 사용한 원자재의 종류, 색상, 프린트 등
에 따라 변화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패션 스타일
의 변화 중에서 발가락 부분의 트임 여부, 뒤꿈치나
발등의 개방 여부, 그리고 부츠의 높이 등의 요인은
계절적인 요인들이 반영된 것들이어서 본 연구에서

다뤄지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션의한 축인 신발 스타일 주기성, 추세

의 객관적인 측정 및 분석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구두 스타일 중 펌프스타일만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두자료로는
첫째, 그림 자료가 아닌 사진 자료만 사용하였고, 둘
째, 구두의 위치가 측면으로 나온 사진만을 사용하
였으며, 마지막으로 구두의 밑창과 힐이 붙은 부분
의 경계선이 불명확 사진은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

어 측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Fig. 1).

4. Data measurement 
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굽 높이 측정방식은 두

1st cycle 2nd cycle 3rd cycle 4th cycle

September 1956, p. 138. September 1985, p. 617. September 1990, p. 515. September 2004, p. 408.

<Fig.�1> Representative samples used in each cycle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는 구두의 뒤꿈치 중앙선을
중심으로 힐(Heel)과 본창(Outsole)이 부착된 지점에
서 천피(Top lift)까지 길이를 일직선으로 측정하는
미국식과 신발을 측면으로 두고 힐과 본창이 부착

된 부분의 가운데 지점에서 천피까지 직선으로 측

정하는 이태리 방식이다(Jojo, 2011). 그러나 현재까
지 여성 굽의 높이 추세나 스타일 변화 진행된 기존

연구가 부재하여 기존연구에서 활용된 측정방식을

사용할수있는근거를 찾을수없었다. 따라서의류
의 햄 라인 스타일 주기연구에서 사용된 비율산출

방식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학술연구에서 사용된 햄 라인 측정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 두 방식은 비율방식이
며, 한방식은햄라인의길이를범주형 자료로정하
여 분류한 것이다. 첫째, 햄 라인 비율 측정방식은
Kroeber(1919)가 사용한 방식으로 입술위치에서 치
마 끝단까지의 길이를 입술에서 발가락 끝까지의

길이로 나눈 방식으로 이후에 다른 연구에서도 활

용된 방식이다(Lowe & Lowe, 1982; Lowe & Lowe, 
1984; Richardson & Kroeber, 1940; Weeden, 1977).
그러나 이 방식은 Curren(1993)에 의해 측정대상 모
델의 두상위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 특정

에 일관성이 부재하다는 문제제기가 되었고, 그 대
체측정방식으로어깨선에서햄라인의길이를어깨

선에서 발목까지 길이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해 적
용하는 측정방식이 다른 연구에서 사용되었다(Ahn, 
2014; Curren, 1999). 마지막으로 햄 라인 특정방식
을 범주형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한 방식으로 치마

와 드레스의 길이의 위치에 따라 1(무릎 위 길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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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5(발목 길이)로 환원하여 사용하였다(Docherty & 
Hann, 1993; Docherty et al., 2000; van Baardwijk & 
Franses, 2012). 
구두굽높이변화를측정함에있어햄라인비율

산출방식처럼 잡지에 나온 사진을 대상으로 측정하

는 것은 사진의 크기와 각도가 일정하지 않고, 그리
고 신발의 크기에 대한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한계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측정 시 표준화된 방식을
사용(선정된 샘플 구두의 굽 높이를 구두 길이로 나
눈 비율의값)하여 비율로 값을 산출할 경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였다.
구두 굽 높이 비율은 굽 높이를 특정하여 구두의

길이 측정값으로 나눈 후에비율을 도출하였다. 측정
시정확도를높이기위하여측정대상을그림파일로불

러들인 후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Illustrator)
를 사용하여 밀리미터 단위로 구두의 크기와 굽 높
이를 측정하였으며 소수점 세 번째 단위에서 반올

림하여 사용하였다. 구두의 크기는 굽의 높이가 높
아질수록 곡선이 커지며, 플랫폼이 있는 경우 밑창
을 따라 길이를 측정할 경우 플랫폼이 없는 구두의

측정에 비해 길이의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구두를 측면에서 볼 때 갑피(Upper)와 중창
(Insole)이 연결된 부분을 따라 앞꿈치에서 뒤꿈치까
지를 곡선으로 측정하였다. 굽의 높이는 채택된 신
발들이 측면으로 나온 사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굽과 본창이 연결된 부

분의 중간지점에서 천피의 하단까지 측정하였다(Fig. 
2, Table 1). 그 이유는 이방식은이태리신발업체들

<Fig.�2>�Method of measurement

<Table�1> Shoe heights ratios and hill heights ration(%), 
heel height(mm)

Ratio Heel height

15  38.1

30  76.2

40 101.6

50 127.0

Shoe size 254mm standard

이 굽 높이 측정 시 사용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신발

의류 전문업체인 Zappos사가 사용하고 있어(Zappos, 
n.d.), 본 연구에서 구두 굽 높이 측정방식으로 사용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다.

IV. Results and Discussion

미국 Vogue 중 총 206권에서 1,581개의 사진 자
료를 바탕으로 1950년에서 2014년까지 65년 간의
여성 구두 굽 높이 변화를 분석하였다. 측정된 굽의
높이는 계측된 길이로 나누어 비율로 환산하였으며, 
해당연도의 자료는 그 연도에 수집된 자료를 합산

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Table 2).

Heel height ratio = Shoe length
Heel height

 × 100

1. Results and discussion for research question 1
순환주기(Cycle)는 어떤 관측치가 장기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으로, 본 연구에서의 여성구두 굽 높이 변화 주기란
일정기간 동안에 구두 굽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

다 하는 주기적인 패턴을 말한다. 따라서 피크시기
(peak period)는 굽의 높이가 높아진 시기를 의미하
는 것이고, 저점 시기(through period)는 낮은 굽의
구두가 유행한 시기로서 이 순환 주기를 예측하기

는 쉽지 않으나,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면 이전의 굽
높이 변화에 대한 주기를 발견할 수 있다.
구두굽높이에대한시계열 주기성여부를 분석

하기 위해, 측정된 해당연도의 구두 높이 비율을 선
형 그래프로 도식해 보았으나, 진동 폭이 커서 주기
를 파악하는데 용이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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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 Average heel height ratios to shoe length

Year Average 
height n Year Average

height n Year Average
height n

1950 25.49 31 1972 23.57 23 1994 42.68 30

1951 24.78 36 1973 29.66 23 1995 29.53 26

1952 24.97 26 1974 30.34 23 1996 27.51 21

1953 25.99 23 1975 26.17 22 1997 39.60 26

1954 25.68 32 1976 24.71 21 1998 26.52 24

1955 25.87 22 1977 33.00 20 1999 28.86 22

1956 22.36 22 1978 31.98 20 2000 35.26 28

1957 22.81 21 1979 31.94 22 2001 32.69 25

1958 24.85 23 1980 26.47 21 2002 37.72 25

1959 24.03 19 1981 15.25 21 2003 36.77 32

1960 24.64 24 1982 25.37 22 2004 39.52 28

1961 19.79 22 1983 26.50 22 2005 43.88 27

1962 19.00 21 1984 28.39 20 2006 43.86 27

1963 14.80 20 1985 31.62 22 2007 50.68 34

1964 14.65 21 1986 27.51 22 2008 47.58 33

1965 18.10 20 1987 27.46 21 2009 49.22 28

1966 12.77 22 1988 29.88 23 2010 48.47 23

1967 15.63 26 1989 25.05 20 2011 46.67 26

1968 16.26 22 1990 29.38 25 2012 37.61 28

1969 17.39 28 1991 25.17 25 2013 33.96 22

1970 20.35 25 1992 32.65 25 2014 34.13 19

1971 22.14 26 1993 24.82 32 N　 　 1,581

하기 위하여 시계 열 자료를 평탄하고 변화가 완만

한 값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구
두 굽 높이 변화에 대한 주기와 추세를 용이하게 파

악하기 위하여 평활법(Smoothing method)을 사용하
였다. 평활법을 사용해 도출된 값(Ft)은 해당연도

(At) 값을 기준으로 이전의 두값(At－2와 At－1)의 3개
년 자료의 평균치를 구해 선형그래프의 진폭을 완

만하게 도출하였다.

Ft = (At－2 + At－1 + At) / 3

예를 들어, 1953년의 새롭게 가공된 수치(F1953) 
경우, F1953 = (25.49 + 24.78 + 24.97) / 3 = 25.08이다. 
이렇게 새롭게 도출된 데이터를 선형곡선을 통해

<Fig.�3> Yearly high heel height 3-year moving average

나타내면, <Fig. 3>과 같다. 1950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Vogue로부터 도출한 자료를 통한 여성 구두
굽 높이의 주기적인 변화를 분석한 결과, <Fig. 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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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여주는것처럼총 4회의주기와 2007년 이후에
현재 진행형태의 미완성 주기를 관찰하였다.
총 4회의주기중첫번째주기는 1950년에서 1977

년까지 27년간 장기간에 걸쳐 일어났다. 이 주기 동
안 가장 낮은 굽의 높이는 1966년도에 약 3.2센티미
터였으며, 가장 높았던 굽의높이는 1977년에 약 8.4
센티미터에 달하였다. 두 번째 주기와 세 번째 주기
는 각각 7년(1978년부터 1985년)과 8년(1986년부터
1994년)으로, 두번째주기의 저점은 약 5.7센티미터
(1983년), 고점은 8센티미터(1985년)이었으며, 세 번
째 주기의 저점은 6.3센티미터(1993년) 그리고 고점
은 10.8센티미터(1994년)였다. 네 번째 주기는 1995
년에 시작하여 2007년까지 12년에 걸쳐 일어났다. 
이번 주기의 저점은 7.7센티미터(2000년)이었으며, 
고점은 무려 12.9센티미터였다. 마지막으로 2008년
부터 현재 진행 중인 주기는 2011년까지 아주 높은
하이힐 형태를 유지하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드레스와 스커트 자료를 기초로 여성 스타일 변

화 주기를 보고한 이전의 연구(Ahn, 2014; Belleau, 
1987; Curren, 1999; Jack & Schiffer, 1948; Lowe & 
Lowe, 1982; Lowe & Lowe, 1984; Richardson & 
Kroeber, 1940; Weeden, 1977; Young, 1966)들과 같
은 맥락으로 의상스타일 변화 주기처럼 패션의 한

중요 요인인 여성구두의 높이도 장기적인 시계 열

속에서 변화주기가 관찰되었다.
첫 번째순환주기의경우, 2차세계대전의 종료로

인한 전쟁에 나간 남성들의 역할을 대체하기 위해

일터로 나갔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여성
들은 이전의 본래 역할로 돌아가게 되었다. 1947년
크리스찬 디올의 뉴룩(New Look)의 영향과 하이힐
생산의 기술의 발전과 대량생산체제로 인해 1950년
대에 약 십여 년간 하이힐이 유행하였다. 더욱이 높
은신발굽이부러지는것을방지하기위해로저비비

어(Roger Vivier)가철을사용해하이힐을만든 stiletto 
(Webber, 2011)는 50년대 하이힐의 유행 가속화에
큰영향을주었다. 그러나이전 연대에비해높은구
두 굽의 유행은 60년대에 접어들면서 낮아지는데, 
본 연구 자료 중 가장 낮은 굽의 구두가 1966년에
유행하였으며, 이후 1977년까지다시높아졌다. 1960
년대의 낮은 굽 구두의 유행은 페미니즘 운동의 초
점이 전통적 여성 역할 규정에 대한 반대흐름으로

바뀌면서 이전에 유행했던 New Look이나 Stiletto
를 여성성으로 유산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여성
운동의 흐름은 첫째 주기에서 낮은 굽의 신발이 유

행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1960
년대 미국 젊은이들이 전통가치관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히피문화 또한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기의 낮은 굽 신발의 유행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

단된다. 
본연구에서 관찰된두번째와세번째주기는각

각 7년과 8년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다른 두 순환
주기인 첫 번째(27년)와 네 번째 주기(12년)에 비해
짧은 기간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Ahn(2014)이 1950년에서 2013년까지 Vogue 분석을
통한 햄 라인 길이 주기에서 고찰한 네 번의 순환주

기가 장기, 단기, 그리고 다시 장기, 단기의 유형으
로 나타난 것과는 다른 유형의 순환주기이다. 순환
주기 별 변동 폭의 경우 둘째와 셋째의 단기적 주기

에서는 좁았지만, 넷째 주기의 변동 폭은 첫째 주기
와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기
를 조금 달리하여 굽 높이 변화의 진동 폭에 대한

허용수준을 조금 관대하게 허용할 경우에는 2차와
3차 주기의 진동 폭이 다른 두 주기의 진동 폭에 비
해 크지 않아, 1977년 이전과 이후를 기준으로 크게
두 순환주기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
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다섯번째 주기는 2015년 현
재 2007년을 정점으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금씩
구두 굽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다.

2. Results and discussion for research question 2
해당연도 내에서 구두 굽 높이의 가변성 “얼마나

다양한 높이의 구두가 해당연도에 공존하였는가?”
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연도에 측정된 값의 평균치

로부터 산출한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SPSS 19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우선 2010년 이후의자료는
4년밖에존재하지않아분석대상에서제외하고, 1950
년부터 10년 단위로 2010년도 간 유행하였던 구두
굽 높이의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가변성을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였
다. 독립변수로는연대별요인으로 6단계로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구두 굽 높이의 다양성 점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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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Pairwise differences in mean changes in high heel height variability scores

Factor M SD 1950 1960 1970 1980 1990

1950  4.639  .482

1960  5.236  .396  －.597

1970  6.592  .704 －1.953 －1.356

1980  9.163  .798 －4.524** －3.927** －2.571

1990 10.706  .676 －6.067*** －5.47*** －4.114** －1.543

2000 11.587 1.083 －6.947*** －6.35*** －4.994*** －2.423 －.880

Note: **p<.01, ***p<.001 using Bonferroni’s procedure.

과, F(5, 54) = 16.158, p = .000로서 10년 단위의 다양
한 신발 높이의 공존을 나타내는 가변성이 적어도

어느 10년 단위 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할수있다. 10년대별다른굽높이구두의유행
공존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포로니(Bonferroni) 
방식을 사용한 사후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 따르면, 해당 연대에 유행하였던 다양
한 굽 높이의 공존성에 대한 평균값은 시대가 지나

면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을보였다. 그러나 1980
년대를기준으로 1950, 1960, 1970년간그리고 1980, 
1990, 2000년 사이에는 10년대 간의 차이가 α = .05
에서 유의적이지 않지만, 1980년대를 기준으로 이
전과 이후 10년대 간에는 그 차이가 유의적이었다.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한 시대별 다양한 구두 높
이의 공존 정도를 나타낸 가변성 분석 결과를 보면

1950년대에서 2000대년에 이르면서 지속적으로 커
짐을관찰하였다. 증가된가변성은 1950년대에서 1970
년대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 1970년대에서 1980년
대사이에차이가유의수준에서급격히증가하는현

상을 보였다. 시계열에 따른 신발 가변성의 증가하
는햄라인의변화와가변성에대한이전의연구(Ahn, 
2014; Curran, 1999; Lowe & Lowe, 1990; Weenden, 
1977)의 결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변성의 증가 원인으로는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1970년대에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히피문화의 전
파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1980년대 이
후소비자의기호와선호도의다양화, 개성화가더해
지면서하위문화별집단별유행(Lee & Rhee, 2010) 
추세가 두드러지고,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
양한 패션이 공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된다. 패션 자체의 변화 속성과 더불어, 가변성의 크
기는 외부적 환경요소인 통신기술과 발전은 패션의

근원이 상위 하향적으로만 흐르기 보다는 집단 간

의수평적확산과스트리트패션의상향적확산이용

이하게 됨으로써 공존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다.

V. Conclusion

본연구의목적은여성구두 굽높이를통하여여

성 구두 스타일의 변화를 1950년부터 2014년까지의
미국 Vogue 편집란에 실려 있는 사진자료를 통해
구두패션의 순환주기와 시대별 다양한 구두 높이의

공존 정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순환주기는 1950년 이후

총 4회의 순환주기와 2007년 이후 현재 진행 중인
다섯째 순환주기를 관찰하였다. 둘째, 다양한 신발
굽 높이가 한 시대 내에서 공존하는 가변성이 시대

가 흐르면서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을 관찰하였는데,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완만하게증가하다 1970
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에 차이가 유의수준에서 크
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두 높이의 추세는 60
년대와 70년대 초반에 낮은 굽이 유행하였으나, 그
이후 굽의 높이는 보다 높아지는 추세 속에서 높이

의 증감이 반복되었다.
구두 굽의 높이는 시계열을 거치면서 일정한 폭

내에서 높아지고 낮아지기 보다는 시대가 지나면서

굽의 높이가 증가하는 추세를 가지면서 높낮이의

순환이 진행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여성들
은 하이힐의 착용이 신체의 변형과 건강에 악영향

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여성성을 돋보일 수 있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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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힐에대한끝없는사랑이지속됨을알수있다. 이
는 60년대에 여성운동가들이 주장했던 ‘특정 품목
들 - 코르셋, 하이힐, 미니스커트 등 -이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가 여성을 성적 종속체로 보게 하는

도구들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거부했던 흐름과는 역
흐름이다. 여성운동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나여성운동물결의 진화를살펴보면이러한여

성성에대한아이러니가설명될수있다. Wrye(2009)
에 따르면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 운동이 성
별문제와 여성의 해방, 그리고 직업과 경제적 평등
등의 문제들에 대한 자아의식 고양을 위주로 진행

되었지만, 이런 이슈들이 많이 개선된 80년대와 90
년대를 접어들면서는 여성운동의 관점이 여성의 복

합적인 역할 - 직장인, 성, 어머니 - 속에서의 존재에
대한 갈등; 제3의 성 및 성 정체성; 그리고 성과 사
랑, 성공과 돈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소유 욕구
등으로바뀌었으며, 21세기에들면서다시지구와생
태계에 대한 영역으로 진화되었다고 한다. 즉, 하이
힐의 착용으로 인한 여성 본인들의 여성성 표출이

나표출욕구와현대적여성운동의관점인지구와생

태적 관심이나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모성 등의 것

과 상관관계는 별개적이라고 해석 할 수 있겠다. 이
런 측면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관찰된 시계열에 따

른 여성들의 높은 구두에 대한 선호현상 또한 이해

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를 포함하여 여성 구두의 스타

일 변화에 대한 최초의 계량적 분석으로 순환주기, 
가변성, 그리고 추세 분석을 함으로써 학문적으로
패션 이론 구축에 기여를 하고, 또한 패션업체나 신
발관련업체가다음시즌상품기획시구두높이에대

한 예측에 본 연구 결과를 참조한다면 예측으로 발

생되는 위험성을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논문의 결과는 패션의 한요소인 신발의

유행을 고찰함에 있어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들

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신발의 스타일은 구두 굽의
높이 변화만이 아닌 색상, 원자재, 구두앞모양, 플랫
폼 등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하여 연구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굽의 높이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의 대상에 다른 요소들도 포함하

여 연구한다면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둘째, 구두 굽
변화에 대한 이전 연구의 부재로 인하여 본 연구에

서 활용한측정방식이객관적이기위해서는 이후 연

구에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식과 다른 측정을 사

용한 방식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과 신뢰

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즉, 구두 굽높이 측정 시, 본연구에서 사용한
이태리 방식이 아닌 미국식을 사용하여 주기와 공

존성을 분석하거나, 헴 라인 연구 시 사용한 범주형
자료산출방식을구두굽높이변화연구에사용하여

비교해보는것도가치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이방
식을 위한 예로, 미국 노드스트롬 백화점(Nordstrom)
에서 사용하고있는 여성 구두분류기준에 따른다면
flat(25mm 이하), low heel(26~50mm), mid heel(51~ 
76mm), 그리고 high heel(77mm 이상) 등의범주형자
료로 분류하여 사용할 수도 있겠다(Nordstrom, n.d.). 
셋째, 패션은당시대정신과 문화의반영체로다수
에게 수용된 것을 말하는 바, 구두 스타일 변화연구
자료를 Vogue로 한정하여 연구한 결과를 일반화 하
는 것은합리적이지못하다고할 수있다. 따라서 자
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보다 일반대중들이 읽는 잡

지나 카탈로그 또는 스트리트패션 사진이나 블로그

분석을 통해 스타일 변화의 연구를 하여 그 결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연도별 그리고 연대별 여성 구두

높이를 비교하여 순환주기, 가변성과 추세를 분석하
였지만, 봄/여름과 가을/겨울 간의 계절성 차이는 분
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두 스타일 변화에 대한 패
션이론 기여를 위해 계절별 차이성을 비교 분석하

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소비자들
의 새 스타일의 의상과 더불어 신발의 유행 수용은

그들이 속한 사회의 허용범주 내에서 가부가 진행

된다. 따라서 문화별 또는 국가나 지역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도 향후 과제일 수 있겠다. 순환주기와
시대별 가변성을 다룬 본 연구는 구두 굽 높이 변화

에 대한 학문적으로 새로운 연구 접근이었지만, 업
체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
라서 후속연구로 여성 구두 굽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시계열자료를 통한 예측모델을 제시하는연구

가진행되면관련업체의실무에기여도가클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2008
년부터 2011년까지 아주 높은 하이힐 형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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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가 경기의 저점을 통과하면서 굽의 높이가 지

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경기와 구두 굽 높
이의 연관성 연구도 흥미로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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