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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repression of the body is defined as a restriction on natural developments or 
movements and a modification either temporarily or permanently of the human body in shape, 
color, texture and odor. In addition, it involves physical and (or) mental pain. Chinese foot-bind-
ing and the Western corset are extreme examples of female body’s being repressed in the history 
of fashion. The analysis of this type of repression will be based on historical research and theo-
retical concepts such as Darwin's (1809-1882) survival condition, Freud's (1856-1939) renunciation 
of desire, Weil's (1909-1943) privilege, and Foucault's (1926-1984) L'Usage des Plaisirs(the use of 
pleasure). Chinese foot-binding symbolically represents ideal beauty, the distinction of an ethnic 
group, and a desire for improved social status in the struggle for political power. It also repre-
sents psychology and a esthetics of eroticism and fetishism that originate from a man's desire and 
his individual taste. Symbolically, the Western corset represents abundance and fecundity, obedi-
ence and devotion to religion, the sanctity of God and ideal beauty as defined by political power. 
It also represents psychology and aesthetics of eroticism and fetishism as man's desire and a fash-
ion icon. In conclusion, Chinese foot-binding was pursuit of power in male ideology but Western 
corset was a power struggle between God and man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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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몸이란 인간의 존재성을 규정하는 기본단위로서

우리와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대상이다. 몸은 문학과

예술뿐만 아니라 복식의 연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연구의 주제로 관찰과 분석, 표현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어왔다. 196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인체를 표현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경향들이 나

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1980년대 이후 패션에서는

몸을 통해 표현되는 정체감 및 만족감의 형성과 관

련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은희1)는 복식과 몸은 분리된 것이 아닌 밀접한

일체성을 토대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김민

자2)는 몸에 대한 미의식의 반영이 복식의 형태를 결

정하며, 몸에 대한 이상미란 독자적으로 존재하기보

다는 문화적 맥락 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토머스 F. 캐시(Tomas F. Cash)와 토마스

프르진스키(Tomas Pruzinsky)는 한 문화권 안에서

미를 위한 개개인의 노력은 그 목적이 성적인 매력

을 증가시키는 것이든 사회적인 이상형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든지 간에 그 과정이나 결과가 고통스럽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이상형을 개개인이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

을 밝힌바 있다.3)

프로이트(Charles Robert Darwin)는 인생의 목적

을 ‘행복추구’라 규정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쾌감의 획득을 소극적인 면에서

불쾌감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하였으며, 인생에서 고통

과 불쾌감을 피하며 쾌감을 얻으려는 노력을 ‘쾌락원

칙’이라 지칭하였다.4)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는 인간의 역사를 억압의 역사로 보았고 개인의 욕

구 본능이 포기될 때 비로소 문화가 시작된다고 주

장함으로써 억압의 주제가 사회적인 가치관과 유기

적인 관계 속에 있음을 지적하였다.5)

인간의 몸은 복식과 밀접한 일체성을 토대로 인식

되며, 복식의 형태 변화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시대적 이상미가 되어왔다. 인간은 그 과정이나 결과

가 고통스럽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식과 인체의 이상적 결합을 추구하

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과 복식의 일

체성을 토대로 생각할 때, 인체변형(body modifica-

tion)은 이상미를 추구하는 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인체에 대하여 일시적이거나 영구적인

장식이나 변형을 가함으로써 그 시대 혹은 문화권,

개인, 집단, 상황에 어울리는 이상미를 추구하는 방법

이며 인체의 형(shape), 색채(color), 재질감(texture),

냄새(odor) 등에 대한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다.6) 인

체의 변형은 자연적 상황과 이상적인 상에 대한 부

조화의 인지로부터 출발하며 일정 정도의 정신적, 혹

은 물리적 힘이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작용한 ‘억압’

의 한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억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

하여 몸에 대한 억압의 개념을 파악하고 전족과 코

르셋을 통해 몸의 억압을 조명함으로써 몸의 억압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몸의 억압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생물학, 심리학, 정치학과 미학의 관점에서

억압에 대한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억압의 메커니즘

을 이해하고 복식사를 통해 나타나는 전족과 코르셋

에 표현된 몸의 억압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해석하

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전족의 경우 부인혜말
고(婦人鞋袜考)에 나타난 기록을 바탕으로 남당(南

唐)이후 주(周)시대부터 1949년 모택동에 의해 공식

적으로 금지되기까지로 하였고 코르셋의 경우는 고

대(기원 전 5000년경)부터 장 폴 골티에(Jean-Paul

Gaultier)에 의해 외의로 부각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까지이며, 여성 복식만을 대상으로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몸과 복식의 관계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호학적 상징물에 대한 의미 해석에 다양성을 부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몸과 복식에 있어서 억압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면 다각도의 관점으로 진행되어왔다. 공제욱은 정

치적 관점에서 의복의 집단적 특성에 따르는 정체성

과 의복 통제에 관한 연구7)를 하였고, 성구광, 김진



전족과 코르셋에 표현된 몸의 억압에 대한 의미해석

- 37 -

영은 해부학 및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체위별 동작에

따르는 의복압에 관한 연구8)를 하였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김수경의 연구로 신체 노출을 의복에 대

한 신체만족도와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9)가 있

으며, 사회적 비교이론을 근거로 한 송경자, 김재숙

의 신체이미지에 따른 성형욕구, 자아개념, 의복행동

에 관한 연구10)와 정미실, 이금실의 적극적 외모개선

방법인 성형태도를 자아존중감, 신체이미지와 의복행

동 간의 관계를 연구11)한 것이 있다. 또한, 철학, 사

회학과 예술분야의 몸에 대한 담론을 바탕으로 박은

경은 현대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난 몸의 표현

특성과 의미를 연구12)하였고, 최유진의 패션 디자인

에 나타난 파편화된 신체이미지 연구13)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켈러(Gottfied Keller)14)가 지적한

바 있듯이 문화연구의 다층적인 접근방식을 위해 철

학과 비판적 사회이론을 종합하여 복식에 표현된 몸

의 억압에 대한 의미해석에 있어서 억압에 대한 이

론들을 살펴보고 억압 개념이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

서 작용하는 메커니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억압의 개념
억압(repression)이란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

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름. 의식적 또는 무의식

적으로 어떤 과정이나 행동, 특히 충동이나 욕망을

억누름을 이른다.15)

정신분석학적 용어로서 억압은 의식에서 고통스럽

고 불쾌한 관념․사고․기억을 무의식 속에 가두어

넣으려는 마음의 작용으로 정의되며 의식적으로 행

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자동적으로 행해진

다는 점에서 ‘억제(抑制)’와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

다.16) 억압은 충동이나 욕망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행

동에 대한 의식적․무의식적 지배로써 자기 규제의

강제성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윈(Charles Robert Darwin)에 의하면 “억

압은 힘에 의해서 행사되고, 모든 힘의 근원은 자연

으로부터 발생한다.”17)고 한다. 억압이 모든 힘의 근

원인 자연으로부터 발생한다면 생물학적 관점에서

억압은 생존조건으로 규명될 수 있으며 인간 삶의

본질을 이루는 요소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시몬느 베이유(Simon Weil)는 억압의 생성과 진

화, 소멸의 메커니즘을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

으며, 억압의 원인이 사회조직의 객관적인 즉, 물질

적인 제 조건 속에 있다고 하였다.18) 우리가 억압을

힘과 압력의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한다면 힘의

사용방법이 아닌 힘의 본질을 파악함으로써 그 힘이

억압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병리적 현상에 대한

언어학의 용법으로 억제와 증상의 구분을 통해서 억

압의 개념을 설명한다. “억제는 분명히 기능의 포기

를 의미하는데, 그 이유는 기능의 실행이 불안을 일

으키기 때문이며 공포의 특성을 띤다.”19)고 하였다.

종종 무의식적 구조로 존속하는 관념은 억압의 과정

을 통하여 만족을 통해 얻으리라고 기대했던 즐거움

을 불쾌감으로 바꾸는 내재적 기능을 포함하게 되며,

자아는 억압이라는 수단으로 비난받을 만한 충동의

매체인 관념이 의식으로 바뀌는 것을 통제한다고 할

수 있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괘락의 활용’이라는

개념장치를 통하여 욕망과 권력, 권력-지식의 관계성

을 바탕으로 억압의 개념을 설명한다. “푸코의 권력-

지식개념에 의하면 권력과 지식은 서로서로 얽히면

서 서로서로를 구성하는 두 개의 요소이다. 권력과

지식은 서로서로를 생산하며, 그리고 이렇게 이해된

권력-지식은 다름 아닌 욕망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근대적 주체 곧 복종하는 개인, 순종하는 개인을 탄

생시킨다.”20)하였다. 푸코는 쾌락의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형성하고 변형시켜가는 실존의 방

법을 억압의 메커니즘이 아닌 실존적 미학으로 제시

함으로써 억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2. 억압의 작용 메커니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억압의 개념은 생물학,

정치학, 심리학과 미학 등의 영역을 통하여 다면적으

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았고, 억압 개념을 바탕으로

억압의 작용 메커니즘을 도출한다면 복식에 표현된

몸의 억압에 대한 의미해석의 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억압은 모든 힘의 근원인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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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 -- 개념

생물학적
․

자연의 힘

다윈

-- 무의식적․금지하고 있는 모든 노력을 무력화․생존조건

정치학적
․

억압과 지배

시몬느 베이유

-- 힘과 압력․발달에 따라 형태를 변형․특권의 강화

심리학적
․

본능적 충동과 욕구

프로이트

-- 욕구기능의 포기․관념의 의식 전환을 차단․불쾌의 관념

미학적
․
욕망

미셀 푸코

-- 절도의 양식․쾌락의 활용․자기테크놀로지

<그림 1> 억압의 메커니즘과 개념

으로부터 기인하며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 규정되고

생존조건의 적자로 규정되지 못한 일체의 형태를 소

멸시킴으로써 그 규정(억압)을 확립한다고 할 수 있

다. 이는 상황적 전제조건으로써 자연의 힘을 억압으

로 규정하는 것이며 생존조건을 만족하는 적자만이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상적 힘을 소유하

고 있음을 이른다.

정치적 측면에서 억압은 사회조직의 객관적이며

물질적인 제 조건 속에서의 특권으로부터 기인하며

그 특권이 발달에 있어서 구속물이 될 때가지 모든

생산력을 통해 발전하며 형태를 바꾼다. 이는 사회조

직 속에서 존재하는 특권의 본질을 억압으로 규정하

는 것이며 모든 특권은 본질적으로 그 특권을 지속

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형태를 변화하며 발전한다

는 것이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억압은 만족감을 기대했던 본

능적 충동과 욕구의 실행이 가져왔던 뜻밖의 불쾌감

에 대한 경험으로부터 기인한다. 불쾌의 관념은 종종

무의식적 구조로 존속하지만 본능적 충동이나 욕구

의 실행에 앞서 이드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며 그 결

과로써의 불쾌감을 피하기 위한 자기 보호의 수단으

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떠한 행동이 본연의

추구목적과 관계없이 비난 혹은 불쾌감의 관념을 생

성시킬 때 억압은 자기 보호의 수단으로써 무의식적

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반면, 억압에 대한 미학적 측면의 태도는 억압의

본질이나 작용 메커니즘보다는 억압의 대상이 되는

욕망과 행위를 배분하고 조절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억압은 권력이나 권력-지식에 대한 개념이 욕망의

문제와 맞물리면서 탄생한 복종하는 개인, 순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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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부터 기인하지만 쾌락의 활용이라는 개념장

치를 통하여 절도의 양식으로써 억압의 본질에 대하

여 스스로를 형성하고 변형시키는 실존의 미학, 적극

적이고 긍정적인 자기의 테크놀로지로 변모하는 것

이다. 욕망과 행위의 억압에 대한 쾌락의 활용은 자

기 지배와 절도의 문제로써 자연적 필요의 부분, 시

간 및 상황의 적절함, 개인의 위상 등에 따라 능동적

절제와 수동적 무절제의 수용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론적 고찰을 통한 억압의 메커니즘과 개념을 요

약하면 <그림 1>과 같다.

3. 몸의 억압에 대한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몸의 억압을 인체의 자연적 발달이

나 활동에 대한 규제, 혹은 인체 그 자체에 일시적이

거나 영구적으로 변형을 가하여 형(shape)이나 색채

(color), 재질감(texture), 냄새(odor) 등을 수정하는

인체변형(body modification)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고통

을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몸의 억압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한 억압의 메커니

즘과 개념을 다양하게 접목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Ⅲ. 전족에 대한 사적고찰
여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치기준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여성의 큰 발에 대한 혐오나 작은 발에 대

한 선망은 동서고금의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이는 우

리나라의 고전소설인 콩쥐팥쥐전 이나 서양의 신데

렐라 이야기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으며, 천

년의 세월을 통하여 발달되고 심화되어 전해진 발에

대한 극단적 풍습인 중국의 전족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전족은 과거 중국에서 여자의 발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천으로 감고 조여서 자

라지 못하게 하는 풍속이다 <그림 2>21). 어린이의 발

을 성숙하기 이전에 천으로 감아서 성장을 억제하여

발의 근육과 뼈가 압축되어 활모양으로 변형이 된다

<그림 3>22). 극심한 고통과 불편을 수반하는 이러한

전족은 복식을 통한 신체변형과 구속, 몸의 억압에

대한 이해와 그 역사성의 의미를 해석하는데 좋은

예가 되고 있다.

1. 전족의 발생 및 변천
1) 전족의 기원설

전족의 기원설로는 하우설(夏禹說), 상대설(商代

說), 춘추설(春秋說), 진설(秦說), 당말설(唐末說), 오

대설(五代說), 북송설(北宋說) 등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까지 뚜렷하게 정설로 밝혀진 것이 없다.

부인혜말고(婦人鞋袜考)에서 “전족을 고찰해보

면 남당(南唐)이후 주(周)시대에 시작되었다.”23)라는

기록이 있으며, 오대(五代)에 이르러 풍류가이자 문

학가이기도 했던 남당(南唐)의 황제 후주(後主) 이

욱(李煜)의 조정(960년대)에서 후주는 6척 높이의

금련(金蓮)을 만들어 온갖 보화로 장식한 후, 후궁인

요랑(窅嫏)으로 하여금 비단으로 발을 졸라매고 그

안에서 춤추게 했다고 하며 이때의 풍경이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당시의 후궁과 무희들이 다투어 이를

모방했고 이로써 전족의 풍조가 생겼다고 한다.24) 이

러한 기록들로 중국에서는 당(唐) 이후로 여자의 발

이 작아야 아름답다는 관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만, 송(宋)대 이전의 전족은 상류층에 국한되어 주로

대도시에서 실시되었고 남방에서 북방으로 전해졌

다.25)

전족의 원인에 대하여 조성환26)은 여성성기 발육

을 촉진시키고,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박인

성27)은 심미적 원인과 정절의 강요, 성적 필요 등으

로, 찐원쉐(金文學)28)는 남성의 거세와 마찬가지로

고대 중국이 낳은 인간 완구의 누습으로 설명하였다.

2) 송(宋)대의 전족

송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은 상업혁명의 시작과 축

첩관행의 확산, 유교문화를 바탕으로 이학(理學)과

정주학(程朱學)이 체제교학화로 발전하여 과부재가

의 통제, 과거제도 등이 시행되었다. 복고적이고 국

수적인 경향을 지닌 유교문화의 발전은 전족의 확산

은 물론, 전족을 합리화하는 이념을 제공하였다.

북송(960년경) 시대 전족의 풍조는 북방, 그 중에

서도 일부 대도시의 상류층 부녀자에게만 미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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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Process of Footbinding

- Thousand years of Exquisite Lotus Shoes, p. 3.

<그림 3> 전족에 의해 변형된 발의 형태

- Thousand years of Exquisite Lotus Shoes, p. 5.

지만 남송시대를 통해 전족은 남방으로 전해지고 나

아가 남송치하의 거의 전역에까지 파급되었지만 여

전히 궁중의 여인들이나 가기(歌妓)들에게만 보편적

이었다.29) 전족 여인들은 보편적으로 궁혜(弓鞋, 활

모양의 신발), 또는 착도저(錯到底)라는 전족신발을

신었는데, 착도저(錯到底)는 신발의 밑이 뾰족하여 2

가지색으로 되어 있었다.30) 그 후 전족은 중국 남성

의 집단적 욕망으로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가져야할

속성(여성의 성의 상징)으로 자리하게 되었고 그것

을 둘러싸고 족화(足靴)라는 특수한 학문까지 생겨

났다.31)

송대는 세습이나 증여로 부여받은 계급인 호족이

나 문벌귀족이 중심이었던 선대와는 달리 자신의 노

력, 즉 과거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계급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작은 발을 부여받지 못한 여성들

에게 전족은 새로운 계층상승의 방법이 되었을 것으

로 짐작된다.

3) 원(元)대의 전족

전족이 사대부계층 전반의 보편적인 풍조로 자리

잡은 것은 원(1270년경) 대이다. 원대에 전족이 지배

계층의 일반적 습속으로 정착된 사실을 두고 철경
록에서는 “사람마다 전족을 하여 그렇지 않은 사람

들이 부끄러워했다.”32)고 전한다. 원은 유목 민족인

몽고인이 송을 멸망시키고 세운 정복왕조이다. 정복

을 통하여 원을 세운 몽고인은 언어와 신분, 관습의

차이를 넘어 민중을 설득하여 복종하도록 만들기 위

하여 유교적 이념과 문화를 진작시켰으나, 성씨조차

없던 몽고인들은 여전히 원시적 야만인으로 여겨졌

다. 원대의 전족은 몽고인들에게는 찬양의 대상이 되

기도 하였지만 너무나 다른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전족을 하지 않은 여자도 많이 나타남으로써 한족에

게 야만인인 몽고족의 여인들과 한족여인들을 구별

하는 중요한 잣대인 한족의 특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33)

4) 명(明)대의 전족

명(1368년경) 왕조는 몽골족의 지배 하에서 벗어

나 한족의 전통적인 지배체제를 회복하는데 주력하

였다. 한족의 전통적 고유문화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사회제도의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명대의 문화는 국

소적이며, 복고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명대의 전

족풍습은 한족 고유의 문화로서 크게 성행하여 전국

의 각지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사회지위와 빈부를 가

리는 척도로까지 찬양되었다.34) 발의 크기와 모양 등

에 대한 까다로운 조건들로 ‘삼촌궁혜(三寸弓鞋)’라

는 말이 생겨났는데, 삼촌(三寸)은 약 10.2cm 정도로

크기이며, 궁혜(弓鞋)는 전족의 앞부분이 마치 뿔처

럼 뾰족하고 활모양이어야 함을 이른다. 서민문학이

발달한 명대의 전족은 상류층이 아닌 서민으로까지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특별한 형

태로 발전하기에 이른다.35)

5) 청(淸)대의 전족

청(1616년경) 왕조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흥기한

여진족의 한 무리인 만주족이 세운 국가였다.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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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문화적 특징 착용동기

남당 한족 집권, 절대왕권 권력자의 심미관

송대
한족 집권, 유교문화 발전

축첩관행, 과부재가 통제, 과거제도

집권층의 욕망

관념적 규제

원대
몽고족 집권

유교적 이념과 문화
민족적 차별

명대
한족 집권 고유문화의 재정비

국소적, 복고적
신분의 상승

청대
만주족 집권, 다민족 국가

국가체제 정비, 전족의 국가적 장려
신분의 상승

청대이후
유럽문화의 유입

선교사의 인권운동

개인적 취향

페티시즘

<표 1> 시대별 사회문화적 특징과 전족의 착용동기

뒤를 이어 중국을 지배한 만주족의 청 왕조는 수차

례에 걸쳐 전족을 폐지하고자 시도하였으나 민간의

압도적 전족풍조를 막아내지 못하고, 급기야 만주족

자신들도 전족을 하였다.

청 왕조는 전족풍습이 최고조를 이룬 시기로 한족

은 물론이고 서북, 서남의 소수민족들까지도 전족을

채택했으며, 북방에서 남방으로 지배계층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 민중에까지 확산된다. 당시 전족이란 사

실상 신분의 상징물이 되어 상업 등으로 약간만이라

도 치부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의 부녀자들

에게 전족을 강요하였다. 특히 화북지역과 같이 전족

의 풍조가 심했던 지방에서는 생계를 위해 가사노동

은 물론 힘든 농사일까지 처리해야하는 평민층 여인

들도 대부분 전족을 따라야 했다.36) 청대에는 ‘세치

금련(3寸金蓮)’이라는 전족애칭의 금련(金蓮)이라는

명칭이 생겨났는데, 전족의 많은 애호가들은 크기뿐

만 아니라 좁고 가늘며 뾰족하고 부드러우며 양발이

균형을 이룬 모양의 ‘금련(金蓮)’을 제일로 취급하였

다.37) 네치(四寸) 이내의 발은 ‘은련(銀蓮)’, 네치(四

寸) 이상의 발은 ‘철련(鐵蓮)’이라 칭하였고, 두치(二

寸)도 못되는 발로 갓난아이의 발보다 작은 경우를

‘포소저(泡小姐)’라 하였는데, 발이 너무 작아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어 나다닐 때에는 꼭 다른 사람

에게 업혀야만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38)

한족이 아닌 청대의 만주족 여인들은 새로운 전족

풍습인 ‘도조아(刀條兒)’를 만들었는데, 이는 10-15세

의 여자가 스스로 원하여 한 것으로 ‘타조아(打條兒)’

라고 부르기도 하였다.39) 전족은 만주족, 몽골족, 티

베트족, 투르크족 등 여러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인 청조로서는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장

려책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6) 천족운동과 전족의 폐지

전족풍습은 청 왕조 말 전족의 유해성을 인식한

지식인층 사이에서 일어난 천족운동(天足運動)과

1840년 아편전쟁이후 중국에 들어온 선교사를 비롯

한 서양인들의 규탄, 1897년 양계초(梁啓超-청 말의

사상가)를 중심으로 한 부전족회(不纏足會) 창립을

계기로 1912년 정부에서 전족을 금지시키기에 이르

지만, 최종으로는 1937년 항일전쟁과 1949년 모택동

이 공식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전국에서 사라지게 되

었다.40) 이와 같은 전족풍습에 대하여 시대별 사회문

화적 특징과 전족의 착용동기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 전족에 나타난 억압 메커니즘의 의미해석
마리안 티센더(Marianne Thesander)는 “전족이

여성 활동의 자유를 제안하고 일하기 불편하게 만들

었지만 상류계층으로 보이게 만들었고, 불구이지만

칭찬 받았던 여성의 작은 발은 중국에서 여성의 가치

를 상징하고 결혼 중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

다.”41)고 하였다. 도로시 고(Dorothy Ko)는 “전족을

젠더구별(gender separation), 여성억압, 계층구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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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 시대 상징적 의미

정치학적
․

억압과 지배

시몬느 베이유

남당 권력자의 욕망․시대적 이상미

송대 권력자의 욕망․에로티시즘

심리학적
․

본능적 충동과 욕구

프로이트

원대
몽골족의 지배와 한족의 억압

․민족의 구별

명대 권력자의 욕망․신분의 상승

미학적
․
욕망

미셀 푸코

청대 권력자의 욕망․신분의 상승

청대이후 개인적 취향․페티시즘

<그림 4> 전족의 억압 메커니즘과 상징적 의미

의 도구로 설명하고자 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이

러한 기능주의자들의 추정에 근거한 설명은 만족스럽

지는 못하다고 하였으며 전족은 만들어 졌다는 이유

에서 정치적인 측면과 얽혀있다.”42)고 하였다.

전족의 기원을 남당(南唐)의 황제 이욱(李煜)이

조정(960년대)에서 6척 높이의 금련(金蓮)을 만들어

온갖 보화로 장식한 후, 후궁인 요랑(窅嫏)으로 하여

금 비단으로 발을 졸라매고 그 안에서 춤추게 함으

로써 생겨난 풍조라고 할 때, 권력자의 심미적․탐미

적 갈망이 발을 묶는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억압의 관점에서 볼 때 전족의 발생이 권

력구조에 기초한 것이며 개인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

한 권력자의 심미적 태도가 당시 전족의 착용자인

후궁과 궁중의 무희들 사이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하나의 생존조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송대의 유교문화 하에서 전족의 확산은 권력자에

의해 조성된 아름다움의 상징이 가부장적 집권층의

욕망과 맞물리면서 성적 매력의 상징, 남성의 집단적

욕망의 상징으로 변화됨으로써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이상미의 추구를 통한 신분상승의 도구로써 수용되

었고, 권력층의 이상미를 상징하며 에로티시즘으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몽고족이 집권한 원대의 전족은 한족의 경우 사대

부계층의 일반으로 확산되는 반면, 한족 문화를 수용

하고자 하는 일부 몽고인들에 의해서만 행해짐으로

써 한족의 민족적 특성 즉, 민족의 구별을 위한 기호

의 성격을 뛰게 되었고, 한족 여인들에게 수동성과

복종이라는 인공적 정체감을 부여하게 되었다.

명대에는 다시 한족이 집권함으로써 전족은 한족

고유의 문화로서 전국 각지로 전파되었고 서민까지

확장되어 신분상승의 도구적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사

회적 지위와 빈부의 척도가 되었다. 삼촌궁혜(三寸弓

鞋), 향설혜(香屑鞋), 저향혜(貯屑鞋), 금령혜(金鈴鞋)

등의 예로 알 수 있듯이 크기와 형태를 규정하고 후

각과 청각을 자극하는 탐미적 성향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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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를 집권한 만주족의 국가적 장려 속에 최고조

로 발전한 전족의 풍속은 소수민족과 일반 민중으로

확산됨으로써 민족성의 상징으로부터 국가적 상징으

로 발전하였고 포소저(泡小姐)의 사례에서 알 수 있

듯이 부동성과 수동성을 강조하면서 여성들에게 인

공적인 정체감을 강화하였다. 또한, 10-15세의 만주

족 여인들이 자의적으로 낸 도조아(刀條兒)와 타조

아(打條兒)의 풍속은 권력이나 사회문화적 억압에

의한 전족의 풍습이 미학적 측면의 실용적 자기 테

크놀로지로 받아드려진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말 이후,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천족운동이나

부전족회의 활동, 선교사의 인권운동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가체제와 권력을 통한 금지가 있기까지 중

국의 전족을 통한 여성의 발에 대한 억압은 계속되

었다. 전족의 풍속이 완전히 사라진 오늘에도 작은

발에 대한 선호는 발과 구두 등에 대한 페티시즘의

형태로 변모하여 존속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권력자의 심미적 태도로부터 시작된

전족을 억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전족에 표현

된 억압 메커니즘과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면 <그림

4>와 같다.

Ⅳ. 코르셋에 대한 사적고찰
코르셋은 오랫동안 여성의 허리 사이즈를 줄이고

가슴과 엉덩이 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의 아름다움

을 표현해 온 도구로써 시대적 변천 속에서 여러 가

지 의미를 지니며 사용되어 왔다. 여성의 인체를 아

름답게 해주고 때로는 여성의 인체를 억압하기도 하

였던 코르셋을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누어 고찰함으

로써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코르셋에 표현

된 몸의 억압 개념과 그 상징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코르셋의 발생 및 변천
1) 고대시대(기원전 5000년부터 기원후 400년까지)

코르셋의 기원으로는 크노소스(knossos)왕궁에서

발굴되어진 미노아 크레타시대의 유물을 최초의 형

태로 보고 있는데 기원 전 3000년경 벽화와 조소 상

에 묘사되어 있는 여성들은 가슴을 그대로 드러내어

놓은 형태의 꼭 끼는 벨트 형식의 보디스(bodice)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크레타의 남성과

여성은 허리가 굵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12-14세의

어린 시절부터 허리를 조이는 두꺼운 벨트형태의 코

르셋을 착용하였는데, 크레타시대의 여성들이 착용했

던 벨트 형태의 코르셋은 2-3inch 가량의 금속조각들

을 연결하여 만든 것이었다.43) 또한 크레타 섬에서

발견된 조소 상에는 뱀을 숭배하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머리와 꼬리가 맞닿은 두 마리의 독

사가 여성의 허리를 휘감고 있거나 또는 뱀을 손에

잡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며, 이 여성은 가슴을 드러

내 보디스를 착용하고 있다<그림 5>44).

고대시대에 있어서 코르셋을 입은 것과 주술적인

힘에 근거한 태양숭배, 마력을 주는 뱀의 숭배는 상

호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코르셋으로 과장되

게 강조한 여성의 가슴과 둔부는 다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45)

로마에서 착용되었던 스트로피움(strophium)과 마

밀라르(mamillare) 또한, 허리선의 형태를 잡아주었

던 그리스의 조나(zona)와 비슷한 형태와 기능을 가

지며 로마 여인들의 허리를 조여 가슴을 떠받쳐주는

코르셋의 역할을 하였는데, 로마인들은 노예지배의

의미로써 노예들에게 타이트 레이싱을 시켰으며 고

대 기독교의 광신자들은 참회의 의미로서 허리가 잘

릴 정도까지 로프로 꽉 조였고, 알렉산드리아와 콘스

탄티노플의 여성들은 정교한 귀금속과 보석으로 장

식된 벨트를 착용함으로써 종교적 열성을 표방하였

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우리는 고대시대부터

여성의 허리를 강조하고 가슴을 받쳐주는 기능을 가

진 코르셋과 비슷한 형태의 벨트가 오랜 기간 동안

착용되어져 왔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허리를 줄이

고 몸의 자연적인 선을 강조하기 위한 의상인 코르

셋은 문명만큼이나 역사가 오래 되었다.

2) 중세시대(4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에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신체교정을 목적으로

한 코르셋의 착용은 없었으나 십자군 전쟁이후(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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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Snake Goddess

- 페티시즘, p. 80.

<그림 6> Corset, c.1580-1600,

- Fashion, p. 15.

후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체에 대한 관심이 확대

되면서 여성미를 표현하기 위하여 꼬르사쥬(corsage)

가 착용되기 시작하였지만 허리를 느슨하게 조여서

감싸는 조끼의 형태였다. 하지만 1347년 영국의 존

(John)공주의 결혼 혼수에 대한 기록에 코르셋이 포

함되어 있음을 미루어보아 14세기부터 코르셋은 소

수 층에 의해 착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46)

15세기 이후 인간의 몸에 대한 열망은 인체의 과

장과 확대를 가져왔고, 유행에 민감한 숙녀들이 허리

를 조이고 치마를 풍성하게 하면서 종래의 꼬르사쥬

(corsage)보다 허리를 더욱 타이트하게 조일 수 있는

코르셋이 필요하였고, 여성은 가슴과 엉덩이를 강조

하기 위해 허리를 가늘게 조이는 형태의 고래수염이

나, 나무, 뿔, 그 외 철 등의 바스크를 이용한 딱딱한

코르셋으로 인체를 과도하게 억압하기 시작하였고,

프랑스 앙리 3세(Henry Ⅲ)의 어머니인 카트린느 드

메디치(Catherine de Medici)는 그녀 주변 여성들과

하녀들의 허리를 13인치로 강제로 제한하였다고 한

다.47)

3) 근대시대(1500년부터 1945년까지)

16세기는 고대시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코르셋이

지금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이며 인체를 인

위적으로 과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의 허리를

가늘게 조이기 위한 필수품으로 정착하기 시작하였

다. 16세기 초까지 코르셋은 일반인들 보다는 특정

계층을 위한 속옷이었고 16세기 중․후반부터는 일

반인들에게도 시대적 스타일로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16세기 이후 코르셋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

을 법한 필수 아이템 중의 하나로 급부상하지만 정

치적, 종교적 혹은 사회문화상에 따라 코르셋으로부

터의 억압과 해방을 반복하게 된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허리를 구속하는 코

르셋은 서민 여성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며, 허리를

조이지 않은 여성은 부도덕하거나 ‘풀어진’ 여성으로

여겨져 신분계층과 도덕성의 상징이 부여된 반면 성

적 매력이 극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몸에 가해지는 심리적인 구속과 부자연스러움의 압

력은 사회 전체가 여성들에게 무언의 폭력을 행사하

는 결과가 되었다.48) 프랑스에서는 1580-1600년경까

지도 철제 코르셋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림 6>49).

17세기에는 네덜란드 풍의 청교도적인 영향으로

복식이 검소해져서 코르셋의 사용이 잠시 주춤하였

으나, 이후 프랑스풍의 궁중의상이 유행하게 되면서

몸을 가늘게 조이는 코르셋이 다시 요구되기 시작하

였다. 꼬르발렌느(corps-baleine)는 17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혁명까지 서구 부인들이 이용한 코르셋으로

몸통을 가장 합리적으로 조여 형태가 한층 아름답게

되었다.50)

18세기에는 퇴폐적인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귀족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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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orset, c. 17060-1770,

- Fashion, p. 127.

<그림 8> Corset, c. 1907,

- Fashion, p. 339.

이 유행하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허리를 조이고

스커트를 넓히게 된다. 16세기 철제 코르셋 이후 코

르셋을 만드는 기술에는 많은 진보가 있었으나 기존

의 코르셋은 상체를 심하게 압박한 나머지 하체와

다리에 혈류장애로 인해 마비가 되고 호흡곤란으로

기절하는 여성들이 많았으며, 위가 위로 올라가는 현

상과 갈비뼈가 말려 들어가는 현상으로 여성들의 수

명이 단축되는 부작용이 많았다. 1706에서 1770년 사

이에 사용되었던 코르셋은 162개의 고래 뼈가 사용

되었다 <그림 7>51).

프랑스혁명(1789-1795)이후 고대 그리스풍의 엠파

이어 드레스가 다시 유행하면서 여성의 신체가 코르

셋의 강한 압박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였지만 나

폴레옹의 패배이후 과거 왕조시대에 대한 동경은 귀

족적인 복식문화를 되살려 호화로운 르네상스 양식

이 의상에 나타나 소매를 부풀리고 허리를 가늘게

조이며 스커트를 풍성하게 하는 로맨틱 스타일이 유

행하게 되었다. 여성들은 이 코르셋을 착용한 후에

자연스럽게 활동할 수 도 없었고, 상반신을 앞으로

구부릴 수가 없었다.

크리놀린 시대에는 코르셋이 한층 진보되어 신축

성 있는 코르셋의 구성방법이 연구되었지만 바스크

(basque)를 댄 타이트한 코르셋은 여전히 여성들의

몸을 조이고 있었다. 19세기 빅토리아시대(1873년

-1901년)의 중산계급의 도덕성이 행동관례로 적용되

면서 복종, 남성적 권위, 종교적 경건함, 성적인 도덕

심이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제심 있고 정숙한

여성이 인정받게 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여성들

의 속옷은 매우 정교하게 장식적이었다.

데이비드 쿤즐(David Kunzle)은 “꽉 조여진 코르

셋이 성적 긴장감의 형태를 나타내며 코르셋을 착용

한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통제된 성적 요구나 해방의

확장”52)으로 보았다. 코르셋의 황금기였던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들은 성적위선과 억압된 관능성을 마조

히스틱(masochistic)하게 표출하던 것이다. 마리안 티

센더(Marianne Thesander)는 “코르셋은 초기에는

귀족계층에 대한 사회적 상징이었으나 1830년 이후

부유한 중산층에 의해 다시 소개되었고, 값 비싸고

비실용적인 코르셋의 완벽한 착용은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19세기 중산층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육체적 통제와 자기 수양적 태

도를 상징한다.”53)고 하였다.

코르셋은 ‘사회적 가동성(social mobility)’의 수단

이었던 동시에 ‘섹스전쟁(sex war)’의 유니폼이었다.

코르셋의 강박적인 유행으로 19세기 말에는 허리를

가늘게 하기 위해 맨 아래 늑골을 제거하는 성형수

술이 유행하였고 이상적인 여성의 허리가 14내지 15

인치였던 ‘개미허리(wasp-waist)’의 전성기였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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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사회문화적 특징 착용동기

고대

크레타 모계사회 풍요와 다산의 기원

로마
노예제도 복종과 헌신

기독교 종교적 열성

중세
초 - 중기 종교의 절대성 신에 대한 회개(폐지)

후기(14-15C) 왕권, 귀족사회 인간의 존엄성

근대
16-18C 남성우월주의, 가부장제 신분의 상승

19C 아르누보 스타일 시대적 이상미

현대 20C이후 다원주의, 개성의 시대 패션 아이콘

<표 2>시대별 사회문화적 특징과 코르셋의 착용동기

하지만, 가장 타이트한 코르셋을 착용했던 사람들이

고급 창부였다는 점에서 정숙한 여인의 상징이라는

것과는 대조적인 양면적 특성을 가졌다.

19세기 1870년에서 1880년 사이에는 폴로네즈 스

타일(polonaise style)과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이

유행하여 의상의 중심이 뒤로 가게 되면서 앞면의

곡선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코르셋이 필요하게 되

었고, 1890년대 말에 이르러는 허리에서 힙에 걸쳐

가늘게 정리된 실루엣이 유행하게 되자 가슴을 똑바

로 펴고 배를 다듬기 위해 여러 형태의 코르셋이 나

타났다. 특히, 1900년 싸로트 부인(Modam de Gaches

Sarraute)이 고안한 건강 코르셋이 주목을 끌면서 많

은 여성들에게 사랑 받았다. 가는 허리를 더 가늘게

강조하고 배를 평평하게 압박하여 가슴을 코르셋의

상단에 떠받쳐지게 하면서 과장된 실루엣을 주어 여

성들의 몸을 S-커브 스타일(S-curve style)로 만들었

다. S- 커브 스타일은 1904-1905년에 걸쳐 유행의 절

정을 이루었으며, 20세기 초까지 유행하여 아르누보

스타일(1890-1919년경)을 형성하게 해 주었다 <그림

8>55).

허리를 타이트하게 조이는 코르셋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비워진 남성의 자리에 여성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는

코르셋에 의해 강제로 왜곡되고 변형된 인공적인 인

체미 대신, 여성 신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따르는

건강한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경향으로 패

션이 진보함에 따라 과거의 코르셋은 역사의 뒤편으

로 사라지고, 올인원(all in one), 바디 수트(Body

suit), 웨이스트 니퍼(Waist nipper), 거들이나 체형

보정용 속옷 등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조안 앤트위스틀(Joanne Entwistle)은 “코르셋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섹슈얼리티(Sexuality)나 에로

티시즘(eroticism)과 깊은 관계가 있는 옷이며, 한때는

빅토리안 시대의 규범처럼 조여지기도 하였지만 현재

는 포르노그라픽(pornographic) 도상학에 있어서 가학

피학성 성애와 연관이 있으며, 1980년 이후에는 패션

아이템으로 즐겨 착용되고 있다.”56)고 하였으며, 1980

년대 후반 장 폴 골티에(Jean-Paul Gaultier)의 작품

은 코르셋을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발전시켰다.

이상에서 살펴본 시대별 사회문화적 특징과 코르

셋의 착용동기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2. 코르셋에 나타난 억압 메커니즘과 상징적
의미

고대 크레타의 많은 유물에서 발견되는 코르셋(벨

트 형)을 입은 여신상은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지위

보다 높은 모계사회였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 준다.

코르셋 벨트로 허리를 조여 가슴과 힙을 강조함으로

써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였다. 이는 경험적 세계관의

시각화를 통해 주술적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신체 구속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스스로의 사회적 위

치와 힘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지위와 능력 즉,

권력의 상징물이었다. 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노예들에게 사용되었던 타이트 레이스 기법의 코르

셋은 복종과 헌신의 의미로 그들의 낮은 신분을 나

타내는 신분표시의 상징물로써 코르셋의 착용에 있

어서 사회제도를 통한 권력(힘과 압력)의 개입을 보

여준다. 또한, 기독교의 광신자들이 허리를 조였던

것과 알렉산드리아와 콘스탄티노플의 보석으로 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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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 시 대 상징적 의미

정치학적
․

억압과 지배

시몬느 베이유

고대 크레타 권력자의 욕망․다산과 풍요

고대 로마
권력자의 욕망․복종과 헌신․종교적

열성

중세 초-중기 권력자의 욕망․신의 존엄성(폐지)

심리학적
․

본능적 충동과 욕구

프로이트

중세 후기 권력자의 욕망․인간의 존엄성

16-18C 남성의 욕망․신분상승․에로티시즘

미학적
․
욕망

미셀 푸코

19C 권력자의 욕망․시대적 이상미

20C 이후 개인의 취향․패션아이콘․페티시즘

<그림 9> 코르셋의 억압 메커니즘과 상징적 의미

된 벨트는 종교적 열성을 표방한 것이며 이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종교가 이성을 뛰어넘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세 기독교의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영향은 여성

들에게 금욕적인 생활과 자기 부정의 원칙을 스스로

지키도록 강요하였으며, 여성들은 원죄의 의미로 받

아들여져 여성다운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모든 수단

이 통제되었다. 이 시기의 복식은 신체를 최대한 은

폐하는 것으로 종교의 절대성 앞에서 코르셋은 이브

의 상징, 원죄의 상징이 되어 사라졌다. 주목할 것은

고대시대와 비교할 때 동일한 종교가 사회문화적 환

경 속에서 코르셋의 착용과 금지에 대한 상반된 억

압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세후

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

어 여성미를 표현하는 꼬르사쥬(corsage)가 부활하기

에 이르고 귀족가문의 상징으로 인체를 억압하기 시

작했다. 중세후기에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부활된

코르셋은 다산과 풍요에 대한 경험적 세계관으로부

터 출발한 코르셋의 착용이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

하는 기호로 변화되었고 또한, 권력이 신으로부터 인

간으로 이관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근대 16세기 르네상스시대의 사회적 분위기는 남

성우월주의에 따른 가부장제도가 지배적이었기 때문

에 코르셋은 성적매력을 부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

성에게 종속적인 여성의 위치를 말해주는 것이며, 여

성은 인간으로서의 개체가 아닌 가족의 전유물로 치

부되었던 시대적 현실 속에서 귀족사회의 여성들은

코르셋의 착용을 통하여 자신이 일할 필요가 없는

귀족가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16

세기이후 코르셋은 신분계층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의미를 부여받으며 인체에 대한 태도의 변화와 미적

이상형에 따라서 몸의 형태는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지표로써, 여성의 인체를 억압하는 동시에 근대사회

의 가부장적, 남성적 세계관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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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계몽주의가 지배적이던 18세기 말기와 왕권에 대

항하는 개혁의 시기였던 20세기 초반부터는 여성의

위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고 특히, 1차 세계

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 비워진 남성의 자리에 여

성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면 코르셋은 여성을 억압하

는 굴레로써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사라지는 반면, 신

체 교정과 에로티시즘에 근거한 선택적인 도구로써

브래지어나 거들 등의 다양한 형태로 착용되게 되었

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장 폴 골티에(Jean-Paul

Gaultier)가 마돈나의 공연을 위하여 제작한 코르셋

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코르셋을 새로운 패션

아이콘으로 발전시키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르셋은 경험적 세계

관의 가시적 표현물로써 착용되기 시작하였고 사회

문화적 환경의 제 조건 속에서 억압의 메커니즘을

변형하며 지속되어 왔다. 코르셋에 표현된 억압 메커

니즘과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면 <그림 9>와 같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몸과 복식의 일체성을 토대로, 몸의 억

압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기 위하여 생물학, 정치학,

심리학과 미학의 관점에서 억압에 대한 이론을 고찰

함으로써 억압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복식사를 통

해 전족과 코르셋에 표현된 몸의 억압에 대한 상징

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몸의 억압을 인체의 자연적 발달이

나 활동에 대한 규제, 혹은 인체 그 자체에 일시적이

거나 영구적으로 변형을 가하여 형이나 색채, 재질감,

냄새 등을 수정하는 인체변형으로써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그 의미해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이론적 고찰을 수용하고자 하였으

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족을 통해 표현된 몸의 억압은 생물학적 관점의

억압을 제외하고 정치학, 심리학, 미학적 관점에서의

억압이 사회문화적 시대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

났으나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억압과 지배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드러났다. 남당의 전족은 권력자의 욕망

으로써 시대적 이상미를 형성하였고, 원대에는 몽골

족의 지배 하에서 한족의 문화를 대변하고 민족을

구별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며, 명대와 청

대에 있어서는 권력자의 욕망이자 신분상승의 상징

적 지표가 되었다. 심리학과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송대의 전족은 남성의 집단적 욕망으로써 에로티시

즘을 상징하였고, 청대이후에 와서는 국가적인 금지

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사라졌으나 오늘에도 작은 발

에 대한 선호는 여자다움이라는 관념과 함께 개인의

취향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발과 구두 등에 대한

페티시즘의 형태로 변모하여 존속하고 있다.

코르셋을 통해 표현된 몸의 억압에서도 생물학적

관점을 제외하고 정치학, 심리학, 미학의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하였다. 전족과 같이 정치학적 관점의 특

징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고대 크레타시대부터

중세후기까지, 그리고 19세기의 코르셋은 권력자의

욕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하지만, 고대

크레타시대에서는 다산과 풍요의 상징적 의미를 지

니는 반면,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복종과 헌신,

종교적 열성을 상징하였고, 중세에 있어서도 코르셋

은 권력자의 욕망을 상징하고는 있으나 초기와 중기

에는 신의 존엄성에 대한 상징으로써 코르셋의 착용

이 금지된 반면, 후기에 들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코르셋

의 착용이 권장되었고, 19세기에 들어서는 시대적 이

상미의 상징으로써 코르셋의 착용이 강요되었다. 심

리학과 미학적 관점에서 볼 때 16세기부터 18세기까

지의 코르셋은 남성의 욕망, 신분상승의 상징적 지표

로써 에로티시즘을 상징하고 있으며, 제 1차 세계대

전이후부터는 패션아이콘으로써 또한, 페티시즘의 대

상으로써 자리하게 되었다.

전족과 코르셋의 역사를 억압의 메커니즘을 통해

서 바라볼 때 생물학적 관점의 상징적 의미가 해석

되지 않는 것은 전족과 코르셋이 모두 원시의 산물

이 아닌 인간 문명의 발명품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신체 보호설을 제외하고 성적 매력설, 신분 상징설,

취향의 구별 이라는 복식의 착용동기를 적절하게 보

여주고 있다. 또한, 전족에 나타난 정치학적 관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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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억압으로, 코르셋에 나타

난 정치학적 관점의 특성은 권력에 대한 신과 인간

의 대립으로 요약됨으로써 동서양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고 심리학과 미학의 관점에서는 전족과 코르

셋이 모두 에로티시즘의 상징이었으며 페티시즘의

대상으로써 현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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