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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istory of foot-binding was once regarded as a unique practice accentuating the 

beauty of a woman and the culture of the costume, to be found nowhere except in China. 

This thesis makes it an aim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costume in China by analyzing 

the beauty of foot-binding, and its meanings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costume. The method of investigation was by both previous literature on the topic and 

case analysis. The shoes were analyzed by colors, patterns and decorations; selecting 70 

pieces easily accessible in the Tianjin Huaxia Shoes Culture Museum. In terms of form, the 

general type was of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one with an elevated toe, mixed type, 

and one of the downward toe, sequentially. The color of foot-binding shoes were mostly 

vivid chromatic colors, while the achromatic ones like black and grey constituting 

significant portions. In view of the patterns, plants patterns were the most frequent, 

followed by the mixed patterns of mostly flowers with butterflies, bats, and birds desiring 

the prosperity of descendants. In view of the ornaments, embroidery was the most 

frequent, while the mixed shoes included tassels, sequins, applique, and shoes wit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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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 

복식은 여성들의 신체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아름  

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무언의 

수단이기도 하다 특히 신발은 복식문화의 불가결한 . 

구성요소 중 하나로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복식과 함, 

께 미적 감각에 맞게 변화되었고 전체적인 복식미, 

가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도와준다(Cha & Park, 

2001).

발은 신체의 일부로써 신체를 지탱하는 역할과 더  

불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발에 . 

대한 함축된 의미로는 발을 빼지 못한다 발로 , ‘ ’, ‘

짓밟혔다 발이 묶였다 마당발이다 등이 있어 ’, ‘ ’, ‘ ’ 

명예와 순결 힘과 활동 범위를 뜻 한다, (Y. Shin, 

슈즈 페티시즘 의 확산과 발1998). (shoe-fetishism)

을 구속하는 구두를 중심으로 한 동화 신데렐라

빨간 구두 등에서 여성에게 미치(Rudofsky, 1984), 

는 신발의 성적 사회적 상징성을 알 수 있다, .

특히 중국 사회에서 천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이어  

져 온 풍습 중 하나인 전족 은 미인의 기준으( )纏足

로 간주되어 여성들은 작은 발을 만들기 위해서 자

의반 타의반으로 발을 구속하게 되었다(Yu, 2013).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남성들의 뒤틀린 심미관 여, 

성들의 혼인을 통한 신분상징 문인들의 전족감상, 

등에서 전족이 성행할 수 있는 이유를 (Gao, 1995) 

찾을 수 있다 또한 서구에서도 여성들은 정. 60cm 

도로 높은 쇼핀느 를 신고 다녔다는 기록이 (chopine)

있고 높은 굽 때문에 자유롭지 못해 옆에서 부축을 , 

받으며 걷는 뒤뚱거리는 모습에서 특유의 에로티시

즘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동 서(Y. Shin, 1998). · 

양에서 여성들이 스스로 추구한 미가 아닌 그 시대

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지배하였던 왜곡된 미의 추구

에서 나타난 에로티시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신체, 

를 속박하는 방법을 통해 그 시대의 아름다움을 인

정받음으로써 여성들의 발은 작을수록 더욱 아름답

다고 인식되어 왔다(Soh, 2006).

위와 같은 시각 이외에   세기 후반 19 John Stuart 

의 Thomson(1869-1950) ‘Illustrations of China 

and Its People1) 이라는 책을 통해 ’(D. Ko, 2001)

유럽과 아시아의 독자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의 

풍습을 조명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전족은 사회적 

관점으로 볼 때 여성들의 발을 속박하는 것이 아니

라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나는 수놓은 발감개(裹腳
각반 요대 바지 등의 수공예품을 ), ( ), ( ), 布 脚絆 腰帶

통해 미를 추구하였다는 점이 부각되었다(D. Ko, 

또한 펑지차이 의 세치금련2001). ( ) ‘ (才 三寸金冯骥
이라는 소설은 전족을 통해 사랑을 )’(Feng, 1994)莲

표현하였고 전족은 여성들을 구속하지만 동시에 우, 

아하고 세밀한 여성들의 상징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The three-inch golden lotus”, 2015)(R. Xu, 

Kim, & Bae, 2014).

따라서 전족의 인식에 대한   시각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여성들의 미의식을 추구하는 욕망에 , 

따라 점차적으로 전족 신발의 유행이 극대화되었으

며 전족 신발자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 형태, , 

색채 문양 장식 등을 통해서 조형미를 표현하게 , , 

되었다. 전족 신발은 형태 색채 문양 장식 등의 , , , 

변화 양상이 그 시대 사람들의 심미관 가치관 등과 ,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중국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 

및 복식사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 중국의 독특한

ornaments were of distributions. The forms, colors, patterns and ornaments clearly 

associated with the wishes of artistic beauty, sexuality, and rise in women’s social status 

may be in the hope of leading others to understand the costume culture embedded in the 

Chinese by providing important clues about them. 

Key words 전족 전족 신발 조형미: foot-binding( ), foot-binding shoes( ), formative beauty( )

존 스튜어트 톰슨은 스코틀랜드 태생의 여행가로 세기 후반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을 여행하면서 1) 19 , , 

찍은 사진들을 권의 책으로 년에 출판하였다4 187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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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습인 전족 신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 

라서 전족 신발의 조형미를 고찰하고 전족 신발의 

복식사적 의의를 도출해 보는 것도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중국 전족 신발에 대한 선행연구는   Jung (2003)

의 전족과 신발의 문화적 함의 의 전족과 , Yu (2013)

코르셋을 통해 본 동서양 복식문화의 심미적 특성 

비교에서 전족 코르셋 버선 등의 비교를 통해 동, , 

서양의 공통점을 분석하였다 이외에 전족의 사회문. 

화적 의미 상징적 의미 등을 다룬 , (Cha & Park, 

의 연구 기타 전족2001; Soh, 2006; Won, 2012) , 

에 대한 사적 고찰을 통해 여성들을 속박하고 고통

을 준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시각을 강조한 (H. Kim 

등을 & Shin, 1998; J. Park, 2011; K. Lee, 1999) 

다룬 연구가 있다 그러나 전족 신발을 긍정적 측면. 

에서 조망한 조형미 및 복식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므로 중국 전족 신발의 , 

선행연구에서 고찰된 기존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

나 신발의 독특한 디자인과 그 시대의 전족 신발에 

대한 조형미 및 복식사적 의의를 분석하는데 본 연

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범위는 전족 신발이 발생된 송나라  

부터(960-1279)  청나라 까지 전족 신발(1644-1912)

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와 사례분석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국내 외 . · 

복식사 및 문화사 선행연구 및 인터넷 등 차 자료2

를 활용하여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사례분석은 텐. 

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 의 소( )天津華夏鞋文化博物館

장품으로 한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중국의 신발박물, 

관은 상하이 백이당고혜박물관(上海百履堂古鞋博物

쓰현 중국고혜박물관 원), ( ), 館 泗縣中國古鞋博物館

저우 고추잠자리신발박물관 텐( ), 溫州紅蜻 鞋博物館蜓
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 등이 있는데 이 중에 텐진 , 

화하신발문화박물관의 전족 신발 자료가 점으로 200

가장 많기 때문에 사례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분석 자료는 년 월 일에 텐진 화하신발2014 7 20

박물관의 전족 신발을 연구자가 실견하고 직접 촬영

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의류학 . 

전공자 박사 인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객관적 검증3

을 거쳐 박물관에 소장되는 전족 신발 총 점 중 200

형태 색 문양 장식이 분명하게 나타난 총 점을 , , , 70

선정하여 전족 신발의 조형미를 정성적으로 분석하

였다.

전족 신발의 등장 및 시대적 변천II. 

전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송나라의 신종  ( )神宗

황제 재위기간 에(1068-1085)  소수의 전족 여인이 ‘

있었다 라는 기록이 있어 시작 년대를 추정해 볼 수 ’

있다 이후 휘종 황제 재위기간 에 . ( ) (1119-1125)徽宗

전족 풍습은 비교적 발전이 있었고 풍창소독, ‘ ( 窗枫
이라는 책을 통해 꽃무늬 신발과 활모양 신발)’ ‘小牍

을 언급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 . 花靴弓履  신발의 

바닥이 좁고 가지 색을 합쳐서 만든 착도저2 ‘ (錯到

가 등장하여 상류층에서 널리 유행하기 시작하)’底

였다(Gao, 1995).

따라서 전족은 송나라에 상류층에서 비롯되었고  , 

발을 가늘고 곧게 만들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후대

의 전족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Hong, Shin, & 

Choi, 2004). 푸젠성 푸저우 의 송나라 ( ) ( )福建省 福州

무덤에서 출토된 신발은 에 제시된 바와 같Figure 1

이 길이가 이며 폭이 이고 신등 부분에 21cm 9cm , 

날염 문양이 장식되어 있다(Ye, 2011). 그 외에 송

나라에 많이 나타난 교두궁혜 라는 신발‘ ( )’翹頭弓鞋

은 앞으로 향한 부분이 뾰족하고 바닥이 평평하며, 

앞코가 한국의 버선처럼 위쪽으로 굽어 있다(Gao, 

또한 저장성 취저우 의 송나라 1995). ( ) ( )浙江省 衢州

무덤에서 출토된 나쌍쌍 이라고 새겨진 은제 ( )雙雙罗
신발은 처럼 길이가 이며 폭이 Figure 2 14cm 4.5cm

이다 이상으로 볼 때 송나라의 전족 (D. Ko, 2001). 

신발은 후세의 전족 풍습이 최고의 성행을 이룬 시

기보다는 크기가 크고 굽이 없이 바닥이 평평한 형, 

태였다.

이후 원나라 를 건립한 몽고족  (1279-1368) (蒙古

들은 한족과 현저한)族  문화적 차이를 보였다 따라. 

서 몽고족들은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 한족의 많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였다(Fairbank, Reischauer, & 

한 예로써 몽고족 여성들은 전족의 Craig, 1991). 

풍습이 없었는데 원나라 건립 이후에 전족을 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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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이 생겨났고 원나라 말기에 이르러 심지어 전, 

족을 하지 않으면 치욕으로 여기게 되었다(Gao, 

1995).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원나라는 송나라의 전  

족 풍습을 계승하였고 송나라의 착도저 를 신었다, ‘ ’

고 볼 수 있다 장쑤성 우시(Gao, 1995). ( ) (江蘇省 無

의 원나라 무덤에서 출토된 여성의 전족 신발은 )锡
에 제시된 바와 같이 길이가 이고 굽Figure 3 20cm

이 없이 바닥이 평평하며 신등에 비단 리본을 묶었, 

고 앞코가 구부러지지 않았다 그 외에 산둥 의 . ( )山東

원나라 무덤에서도 바닥이 평평한 전족 신발이 출토

되었는데 처럼 길이가 이고 앞코가 , Figure 4 20cm

올라가 있으며 신발의 겉면에 모란 문양이 장식되, 

어 있다 따라서 원나라의 전족 신발은 (Ye, 2011). 

송나라와 마찬가지로 크기가 크고 굽이 없이 바닥, 

이 반듯한 형태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나라 는 몽고의 통치하에서 벗어나   (1368-1644)

한족의 전통적인 지배 체제를 회복하고자 한족의 , 

고유문화를 재정비하고 부흥하는데 힘썼고 사회 전

반의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명(Won, 2012). 

나라에 이르러 고유문화 중 하나인 전족 풍속은 전

성기에 들어섰고 심지어 여성미의 기준이 되었다, 

전족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활처럼 (Zhang, 2014). 

굽고 삼각형의 전족 신발 형태 등이 나타난 것은 명

나라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Hong et al., 2004). 

에 여성의 작은 발을 약 세치의 연꽃잎에 비유하는 

세치금련‘ ( )'("The three-inch golden 三寸金莲
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되었고 전족 lotus", 2014) , 

신발은 장식화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신발 유물은.  

에 제시된 바와 같이Figure 5  길이가 폭이 12cm, 

이고 높이 의 둥근 굽을 가진 신발의 형태5cm 7cm

와 유사한 것 이었다(Seok Juseon Memorial 

Museum of Dankook University, 신발의 겉2004). 

면은 적색 의 비단으로 싸여있고 앞코 부분 양( ) , 赤色

쪽에 연꽃 문양의 자수가 장식되었다 또한 장시 남. 

성명익선왕의 비 인 손씨( )江西南城明益宣王朱翊 妃鈏
무덤에서 출토된 전족은 처럼 길이( ) Figure 6孫氏

가 폭이 이고13.5cm, 4.8cm  굽 높이 이다2.5cm . 

신발 바닥이 두꺼운 형태이고 신발의 앞코 부분에 , 

새의 부리 신발 양쪽에 날개와 화초문양, (花草

이 자수 장식되어 여성스러운 미를 표)(Ye, 2011)紋

현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신발은 원나라보다 더욱 . 

작아졌고 굽이 생기면서 바닥이 구부러진 경우가 나

타났으며 자수 장식은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발, 

전하였다.

청나라는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던 정치 체제와   

사회 질서로 인해서 명나라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

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에 이르러 전(B. Ko, 1997). 

족 풍습이 최고의 성행을 이루었고 심지어 전족의 , 

길이가 도 안 되는 것들이 다수 나타났다 그 10cm . 

러나 전족 신발의 형태는 각 지역별 차이를 보였는

데 북방에서는 처럼 길이가 (Gao, 1995) Figure 7

에 이르는 큰 것도 있으며 화려한 장식이 15.5cm , 

없이 단순한 색의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남. 

방 장쑤 지방의 길이가 인 전족 신발은 12cm Figure 

처럼 겉면에 청색 과8 ( )色青  백색 비단으로 싸( ) 白色

여있고 꽃문양 이 화려하게 자수 장식되어 있, ( )花紋

는데 굽이 있고 바닥이 구부러져 있다 그 외에 남. 

방 저장에서 출토된 전족 신발은 에 제시된 Figure 9

바와 같이 길이가 에 굽이 있으며 앞코가 올라18cm

가 있고 신발 양쪽에 꽃문양이 바탕(D. Ko, 2001), 

색과 동일계로 표현되어 북방의 전족 신발보다 더욱 

정교하고 세련되게 제작된 것을 볼 수 있다(Zhang, 

또한 광서 황제 재위기간2014). ( ) (1875-1908)光緒
에 가장 성행하였던 도조아 라는 전족 신발‘ ( )’刀尖儿
은 약 정도이며 처럼 폭이 좁고 아17cm , Figure 10

래쪽으로 구부러지지 않은 평평한 형태이다(Gao, 

따라서 청나라에 전족 신발은 가장 작은 크1995). 

기로 전성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전족 신발의 변천과정을 정리한 내용  

은 다음의 과 같다Table 1 .

전족 신발의 조형미III. 

중국의 신발박물관은 상하이 백이당고혜박물관  , 

쓰현 중국고혜박물관 원저우 고추잠자리신발박물관, , 

텐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 등이 있다 본 장에서는 . 

주로 청나라의 전족 신발을 다수 소장하고 있는 텐

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 소장품으로 한정하였다 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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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ing Process of the Foot-Binding Shoes 

Period Foot-Binding Shoes
Characteristics of the

Foot-Binding Shoes

Song

Dynasty

(960-1279) Figure 1. 

Foot-Binding Shoes

of the Song Dynasty 

- Chinese footwear of

past dynasties, p. 146

Figure 2.

 Foot-Binding Shoes of

 the Song Dynasty    

 - Every step a lotus,     

   shoes for bound feet, 

p. 23

  

 - Type with an   

upward toe cap

- Length 14~21cm

- Without a heel

- Decoration: 

printing 

 pattern, floral 

pattern

- Plain

Yuan

Dynasty

(1279-1368)

 

Figure 3.

Foot-Binding Shoes

of the Yuan Dynasty 

- Chinese footwear of

past dynasties, p. 159

Figure 4. 

Foot-Binding Shoes 

of the Yuan Dynasty 

- Chinese footwear of

past dynasties, p. 160

- Straight sole, or 

an upward toe cap

- Length 20cm

- Without a heel

- Decoration: silk

 ribbon, peony 

pattern

- Plain

Ming

Dynasty 

(1368-1644)

 

Figure 5. 

Foot-Binding Shoes

of Ming Dynasty 

- Chinese footwear of

past dynasties, p. 170

Figure 6. 

Foot-Binding Shoes 

of Ming Dynasty 

- Chinese footwear of

 past dynasties, p. 171

  

- An upward toe 

cap

- Length 10cm

- With a heel

- Decoration: arimal 

pattern, floral pattern 

- Bent sole, 

or straight s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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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Period Foot-Binding Shoes
Characteristics of the

Foot-Binding Shoes

Qing

Dynasty

(1644-1912)

Figure 7.

Foot-Binding Shoes of

the Qing Dynasty

(Northern-style)  

- Every step a lotus:

shoes for bound feet,

 p. 102

Figure 8. 

 Foot-Binding Shoes of

the Qing Dynasty 

 (Southern-style)

- Every step a lotus:

shoes for bound feet, 

p. 122

  

- Upward toe cap, 

downward toe cap, 

or straight sole

- Length less than 

10cm, or 12~18cm

- With a heel

- Decoration: floral   

  pattern

- Bent sole, or 

straight sole

Figure 9. 

Foot-Binding Shoes of

the Qing Dynasty

(Southern-style)

- Every step a lotus:

shoes for bound

feet, p. 123

Figure 10.

‘Cuo Dao Di’

Foot-Binding Shoes 

- Tianjin huaxia shoes  

culture museum

- Writer photo

관성 확보를 위해 의류학 전공자 박사 인으로 구성3

된 평가단의 검증을 거쳐 점의 자료 중에서 육200

안으로 분석이 가능한 점을 선정 후 전족 신발의 70

형태 색채 문양 장식을 중심으로 조형미를 분석하, , , 

였다.

형태  1. 

전족 신발의 형태는   앞코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

도 않은 일반형 중국 고대 건축의 영향을 받은 앞, 

코가 올라간 형 그 외에 서양의 하이힐처럼 굽이, 

달린 형 신목 부분이 올라간 장화형으로 분류된다, .

텐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에서 선정한 총 점의   70

전족 신발의 형태는 앞코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은 일반형이 점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25 (35.7%)

고 수평선에서 도 이상 올라간 것은 앞코가 올라, 10

간 형으로 점 앞코가 올라간 형과 장화20 (28.6%), 

형 굽이 달린 형 수평선에서 도 이상 내려간 것, , 10

은 앞코가 내려간 형으로 규정하였고 이를 포함한 , 

혼합형이 점 앞코가 내려간 형은 점15 (21.4%), 10

순으로 나타났다(14.3%) .

박물관에 전시된 전족 신발을 구체적으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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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은 앞코가 올라가지도 않고 , Figure 11, 12, 13

내려가지도 않은 일반형의 예이다 는 앞. Figure 14

코가 한국의 고무신처럼 약간 올라가 있으며 바닥, 

이 구부러지지 않은 형태를 보여준다 는 . Figure 15

굽이 있는 장화형의 혼합형 전족 신발의 예로써 화

려한 자수로 장식되어 상류층 여성이 착용하였을 것

으로 추정된다(Gao, 1995). 은 앞코Figure 16, 17

가 뾰족하고 내려간 형태에 바닥이 구부러져 있으

며 굽이 달려 있는 혼합형의 예를 보여준다 또한 , . 

은 과 유사하지만 굽이 없고 적Figure 18 Figure 17

색 바탕에 꽃문양의 자수가 장식되었고 신목부분에 , 

흑색 선장식이 있는 앞코가 내려간 형의 예를 ( ) 黑色

보여준다.

색채  2. 

  텐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에서 선정한 총 점의 70

전족 신발의 색채는 바탕색 문양색 장식색으로 나, , 

누어 분석하였다 바탕색에서는 무채색이 점. 25

유채색이 점 으로 분류되었으며(35.7%), 45 (64.3%) , 

무채색에서는 흑색 점 회색 점20 (28.6%), ( ) 5灰色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적색을 선호색으(7.1%) . 

로 많이 사용하였듯이 유채색에서 적색(Bae, 2011) 

계열은 점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13 (18.6%) , 

으로 청색계열과 복합색은 각 점 황색9 (12.9%), (黃

계열 점 녹색 계열 점 분) 6 (8.6%), ( ) 3 (4.3%), 色 綠色

홍색 계열과 자색 계열은 각 점( ) ( ) 2粉紅色 紫色

Figure 15. 

Mixed Type

from Heilongjiang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16.

Downward

Toe Cap

from Jilin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17.

Downward Toe Cap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18. 

Downward Toe

Cap Red

Embroidery Shoes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11. 

Normal Shape 

from Shanxi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12. 

Normal Shape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13. 

Cuo Dao Di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14. 

Upward Toe Cap

from Hunan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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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계열은 점 순으로 나타났(2.8%), ( ) 1 (1.4%)褐色

다.

문양에서 색이 없는 경우는 점 으로 나타  9 (12.9%)

났으며, 나머지 점 의 전족 신발에서 무채61 (87.1%)

색이 점 유채색이 점 로 단연 유1 (1.4%), 60 (85.7%)

채색이 높게 나타났다 무채색에서 회색 점. 1 (1.4%), 

유채색에서 복합색 점 분홍색계열과 황56 (80.0%), 

색계열은 각 점 순으로 나타났다2 (2.8%) .

장식에서 색이 없는 경우는 점 으로 나  15 (21.4%)

타났으며 나머지 점 의 전족 신발에서 무, 55 (78.6%)

채색이 점 유채색이 점 로 분류12 (17.1%), 43 (61.4%)

되었으며 무채색에서 흑색 점 회색 점, 11 (15.7%), 1

순으로 나타났다 유채색이 복합색 점(1.4%) . 39

황색계열 점 청색계열과 자색계열(55.7%), 2 (2.8%), 

은 각 점 순으로 나타났다1 (1.4%) . 

에 제시된 전족 신발은 흑색 바탕에 적  Figure 19

색계열과 황색의 꽃문양 자수가 장식되어 강한 대비

를 이루고 있는 반면 적색 장식 선으로 가장자리를 , 

강조하고 있다 은 흑색 바탕에 분홍색 꽃. Figure 20

과 녹색의 꽃잎 은 적색 바탕에 녹색 줄, Figure 21

기의 표현으로 색채 대비가 뚜렷하고 에 , Figure 22

제시된 전족 신발은 황색 바탕에 청색과 흑색의 장

식 선으로 가장자리 처리되었고 녹색 자수로 줄기, 

를 장식하였다 은 바탕색이 적색 청색. Figure 23 , , 

흑색 단의 색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려하게 자수 장3

식되어 있다 신발의 양쪽에 비대칭으로 만개한 꽃. 

은 청색 녹색 황색으로 화려하게 자수 장식되어 , , 

있다 그 외에 에 제시된 전족 신발은 문. Figure 24

양이 없고 옅은 황색 바탕과 흑색 신목으로 소박한 , 

배색을 보여준다 와 같이 흑색 바탕에 회. Figure 25

Figure 19. 

Normal Shape   

from Hubei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20.

Normal  Shape  

from Jiangsu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21. 

Upward Toe Cap

from Sichuan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22.

Upward Toe Cap  

from Guizhou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23.

Boots with  High heels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24.

 Normal Shape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25.

Normal Shape and

Wooden Shoes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26.

Normal Shape

with Lotus Pattern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27.

Normal Shape

from Hebei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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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나뭇잎이 자수 장식된 소박한 색상 배색도 나타

난다 은 회색 바탕에 흑색 선이 강조되어 . Figure 26

있고 밝은 분홍색과 녹색 등의 자수 장식을 보여준, 

다 또한 은 흑색 바탕에 황색 녹색의 꽃. Figure 27 , 

문양 자수가 장식되어 있고 신목 부분에 자색 청, , 

색 황금색 의 장식을 보여준다, ( ) .黃金色

따라서 박물관에서 선정된 전족 신발의 바탕색은   

문양색 및 장식색과 강한 색채대비를 통한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문양  3. 

  텐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에서 선정된 총 점의 70

전족 신발에서 무문이 점 문양이 있는 11 (15.7%), 

경우 점 으로 나타났다 문양 중에서 식물59 (84.3%) . 

문양이 점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복합40 (67.8%) , 

문양 점 동물문양 점 기하문양14 (23.7%), 3 (5.1%), 

과 문자문양은 각 점 순으로 나타났다1 (1.7%) .

  전통문양은 그 문양 자체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전족 신발 중에(S. Kim & Shim, 2002).  여성스러

움을 상징하는 꽃문양 나비문양과 함께 사용되는 경

우가 많았다 이는 화려함과 더불어 왕성한 번식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에서 앞. Figure 28, 29, 30

코의 중앙에 나비문양 자수가 장식되어 있고 신발 , 

양쪽에 대칭 구조로 꽃문양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은 나비문양만 장식된 예를 . Figure 31

보여준다. 에 제시된 전족 신발은 흑색Figure 32

신목 부분에 공작문양이 자수 장식되어 있으며 날, 

개는 날아갈 듯 생동감있게 묘사되어 있다 그 외에 . 

의 전족 신발은 화려한 자수 장식을 보여Figure 33

주는데 분홍색 황색이 섞인 공작문양과 꽃문양이 , , 

비대칭으로 배치되어 우아한 여성미로 표현되었다. 

에서 신발 양쪽의 꽃문양은 분홍색 백색Figure 34 , , 

황색으로 처리되었고 유사한 배색을 통해 나비 새, , , 

꽃의 조화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서구의 영향을 상. 

당히 받은 청나라 후반의 것으로 보이는 Figure 35

의 전족 신발에서는 커다란 영어 알파벳으로 수놓은 

문자문양이 대담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

다 처럼 백색 바탕의 신발 겉면에 청색 . Figure 36

줄무늬가 두 줄 반복된 현대적 감각의 문양도 있다. 

복합문양 중에는 에 제시된 것처럼 박쥐Figure 15

문양과 나비문양이 함께 묘사된 것도 있는데( ) , 蝙蝠

박쥐는 복을 기원하는 의미 뿐만 아니라 나비문양과 

마찬가지로 다산과 번식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Lim & Cho, 2013).

전족 신발의 문양은 대칭과 비대칭 문양이 혼재하  

여 나타났으며 꽃문양 나비문양 공작문양 등 동식, , , 

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우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었다.

장식  4. 

  텐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에서 선정한 점의 전족 70

신발에서 장식이 없는 경우는 점 나머지9 (12.9%), 

Figure 28.

Normal Shape

from Guangxi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29. 

Upward Toe Cap

from Anhui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30.

Normal Shape  

from Jiangxi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31.

Foot-Binding Shoes

Made of Straw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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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의 전족 신발 중에서 자수 장식이 점61 (87.1%) 51

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자수 술(83.6%) , , (fringe & 

시퀀 아플리케 등이 포tassel), (sequin), (applique) 

함된 혼합형 장식 점 아플리케 점8 (13.1%), 2 (3.2%) 

순으로 나타났다.

  에 제시된 전족 신발은 굽 밑의 신발 바Figure 37

닥에 방울이 달려 있고 적색 바탕에 청색 선장식이 

되어 있으며 신발 양쪽에 꽃문양이 자수 장식되어 , 

있다 의 전족 신발에는 앞코 부분에 꽃문. Figure 38

양 자수 장식과 다양한 색의 시퀀이 장식되어 있다. 

이 외에 술장식이 많이 활용되어 있는데, Figure 39

는 분홍색 바탕에 반짝이는 시퀀이 장식되었고 앞, 

코 중앙에 황색 술장식이 사용된 혼합형의 화려한 

스타일을 보여준다 의 전족 신발은 앞코. Figure 40

부분에 아플리케가 여러 겹으로 중첩되어 장식되어 

있고 위에 은색 시퀀과 분홍색 술장식이 사용, ( ) 銀色

되어 무려 가지의 장식이 동시에 사용된 예를 보여3

준다 처럼 신발의 양쪽에 기하문양이 자. Figure 41

수 장식되었고 적색 바탕에 청색과 녹색 술이 연달, 

아 개씩 달려 있는 예를 보여준다 또한 2 . Figure 42

는 갈색 바탕 신발의 양쪽에 녹색과 청색 꽃문양의 

아플리케를 대담하게 장식한 예를 보여준다.

장식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평면적인 자수를 많  

이 이용하였고 그 위에 입체적인 장식인 술장식 아, 

플리케나 반짝이는 금속장식인 시퀀을 사용하였으

며 이들을 다양하게 혼합형으로 사용하여 화려하고 , 

완성도 높게 신발의 장식미를 완성하였다(R. Xu et 

al., 2014).

Figure 32. 

Upward Toe Cap

Hard Foot-

Binding Shoes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33.

Normal Shape

from Xibozu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34.

Normal Shape

from Shandong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35.

Normal Shape with

Alphabet

Character Pattern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36. 

Downward Toe Cap

of the Round Heel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37.

Jin Lin Shoes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38.

Upward Toe Cap

from Yunnan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39.

Tiger Pattern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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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ve

 element
Typical Foot-Binding Shoes

Frequency

   (%)
  Characteristic

  Form

Normal

shape    

    25

  (35.7%)

- Normal shape, 

whose toe cap is 

pointed neither 

upward nor

downward

Upward

toe cap    

    20

  (28.6%)
- Upward toe cap

Mixed

type
    

    15

  (21.4%)

- Mixed type with

an upward toe cap 

and with high 

neck, with a heel, 

or with a 

downward toecap

Downward 

toe cap    

    10

  (14.3%)

- Downward toe 

cap

Table 2. Foot-Binding Shoes on Collection of the Tianjin Huaxia Shoes Culture Museum

 이처럼 전족 신발은 초기에는 여성의 자발적인 선 

택이 아니었으나 점차 미의식을 추구하는 여성들의 

욕망을 표현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여성. 

들의 미적 욕망은 전족 신발의 유행을 극대화하였으

며 이는 방적, , 재봉 자수 등의 수공예의 증가에 따, 

라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증가하고 활발해지면서 전

족 신발뿐만 아니라 복식까지 연계되어 다양하게 장

시되었다 한 예로 전족 신발에 장식된 술과 유사. , 

Figure 40.

Foot-Binding Boots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41.

Downward Toe Cap from Qinghai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42.

Mixed Type from Neimenggu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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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술장식이 여성의 숄 허리띠 스카프 수건의 가, , , 

장자리에 장식된 점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Foot-Binding”, 2012).

Formative

 element
Typical Foot-Binding Shoes

Frequency

   (%)
  Characteristic

  Color

Background

   color

Achromatic  

   color  

    25

  (35.7%)

- Black and 

gray

Chromatic  

    color

  

  

    45

  (64.3%)

- Ornamental 

color and 

contrast color

  Color of

  pattern

Achromatic  

   color  

    1

  (1.4%)

- Color-contrast 

is not strong 

Chromatic  

    color

  

  

    60

  (85.7%)

- Background 

color and 

color-contrast is 

strong 

  None
  

    9     

    

(12.9%)

Ornamental

   color

Achromatic  

   color

  

  

    12

  (17.1%)

- Stressing the 

outline with

decorative black

and gray line

Chromatic

   color

  

 

    43

  (61.4%)

- Colors of 
pattern was 
based on the 
same color
- Background 
colors with contr
ast color was 
based on 
contrast color 

  None
 

    15

  (21.4%)

Table 2. Continued

이상과 같이 텐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에서 선정된   

점의 전족 신발의 형태 색채 문양 장식을 분석70 , , , 

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와 같다Tabl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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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ve

 element
            Typical Foot-Binding Shoes

Frequency

   (%)
  Characteristic

 Pattern

 Botanical

  pattern
  

    40

  (67.8%)
- Floral pattern

 Complex 

  pattern
  

    14

  (23.7%)

- Floral pattern,

butterfly pattern, 

bird pattern,

peacock pattern,

bats pattern

  Animal

  pattern   

    3

  (5.1%)

- Butterfly pattern, 

 tiger pattern

 Character

  pattern

    1

  (1.7%)

- English alphabet 

character pattern

Geometrical

    pattern

    1

  (1.7%)
- Line pattern

   None

 

    11

  (15.7%)

Decoration

Embroider

y    

    51

  (83.6%)

- Gorgeous

 embroidery

   Mixed

    type  

  

 

    8

  (13.1%)

- Mixed decoration

including fringe&

tassel, sequin,

appliquer,

and sequin 

Appliquer

 

    2

  (3.2%)
- Appliquer

   None

 

    9

  (12.9%)

- Out look of

these shoes have 

no pattern, but 

sometime they have

pornographic inside

Table 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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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족 신발의 복식사적 의의IV. 

  본 장에서는 앞서 다룬 전족 신발의 형태 색채, , 

문양 장식 및 선행연구를 기초로 중국 여성 복식에 , 

있어서 전족 신발의 복식사적 의미를 심미적 성적, , 

여성 신분상징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심미적 의의1. 

  중국에서 천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여성들의 미모

를 평가할 때 얼굴보다 발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

었고 발이 작으면 외모가 평범해도 미인으로 평가, 

되었다 이 결과(Wang, 2002).  여성들은 전족을 하

게 되었으며, 의복과의 아름다운 조화뿐만 아니라 

건축물과의 형태적 상관성도 보이고 있다 의복에서. 

는 주로 색채 면에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의, 

복과의 유사색 혹은 대비색으로 조화를 이루는 예를 

에서 찾아볼 수 있다Figure 43, 44, 45 . Figure 43 

은 상의와 유사색 전족 신발 착용의 예를 보여주며,

는 의복에서 포인트 칼라로 사용되는Figure 44, 45

색과 같은 색의 전족 신발을 착용하여 시선을 집중

시키고 있다.

건축물에서는 형태적인 상관성이 주로 나타나는  

데 에 제시된 것처럼 전족 신발 앞코의 , Figure 46

올라간 형태가 중국 고대 건축물의 굽어 올라간 처

마의 형태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다(Chen, 2013). 

마치 한국의 버선코와 배래의 곡선에서 느껴지는 완

만한 곡선과 초가지붕의 곡선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앞서 언급하였듯이 . 

텐진 화하신발문화박물에서 선정된 점 의 51 (83.6%)

전족 신발에 화려하게 자수가 장식되어 정교하게 제

작된 것에서도 직접적인 심미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청나라의 시구 중 념노교 미인발  ‘ ( ) ( )’念奴嬌 美人足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처럼 전족 신Figure 47

발의 모양으로 만든 컵(“ ”, 2014)仿鞋杯 席试 传绮 의 

예를 들어서 예쁜 발을 칭송한 것이었다 또한 청나. 

라의 생활문화를 저술한 서가 의 ( , 1869-1928)徐珂

청패류초 라는 저서에서 작은 발과 수놓‘ ( )’ ‘稗類鈔清

Figure 43.

Women's Dress of the

Han Nationality in Qing Dynasty 

-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 29

Figure 44.

Women's Dress of 

the Qing Dynasty

- Splendid slippers, p. 85

Figure 45. 

Women's Dress of the Qing

Dynasty

-https://www.google.com.hk/searc

h?safe=strict&hl=zh-CN&bi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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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발 한 짝을 접다2)’(“ , ”, 2014)足纖小 每繡履 라

는 표현으로 작은 발과 아름답게 수놓은 전족,  신발

을 통해 중국의 심미성을 표현하고 있다 전족 신발. 

은 역사상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족이라

는 풍습의 결과로 중국만의 독특한 여성미와 여성, 

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고 이를 통해 중국인의 심

미성을 엿볼 수 있다.

  성적 의의2. 

발은 고대부터 여성과 남성의 에로틱한 성적 상징  

물로 간주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전(S. Lee, 2013). 

족한 발은 신체의 다른 부위보다 은밀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전족 연구가인 왕(Won, 2012). (Wang, 

은 전족을 한 발이 형태면에서 백합 꽃잎처1957- )

럼 생겨 마치 꽃과 꽃술이 식물의 생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꽃과 같이 생긴 작은 발이 에로티시즘을 표

현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Wang, 2002). Figure 48

에 제시된 것과 같은 텐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 소장 

전족 신발의 복합문양 점 중 점 에 14 (23.7%) 6 (8.6%)

꽃문양과 나비문양이 함께 묘사되어 나타나는데 이

는 생식을 상징하는 성적인 의미의 완곡한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박쥐문양이 나비문양 꽃문. , 

양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왕성, 

한 번식의 의미가 내포되어 전족 신발에서 성적 의

미를 상징하는 문양이 다수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

다.

한 예로써 청나라의 신마소설 을 저술한   ( )神魔小说
이백천 은 녹야선종( , 1719-1771) ‘ ( )’李百川 綠野仙蹤

이라는 소설에서 남자가 전족 신발을 보고 음탕한 ‘

마음이 생겨났고 마음이 심란해진다 라고 기록하고 , ’

있다 그 외에(Gao, 1995).  옆리아( , 1953- )葉麗婭
는 중국 역대 신발류 라는 책에서 ‘ ( )’中國歷代鞋飾

에 제시된 것처럼 결혼 첫날밤에 여자가 Figure 49

신는 전족 신발 바닥에 춘화도를 그려넣어(Ye, 

신발과 성적 연관성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2011)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족뿐만 아니라 전족 신발. 

까지 에로티시즘의 상징물로 간주되어 왔고 중국 , 

성문화에서 깊은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Won, 2012).

Figure 46. 

Building, Garden

of China

-http://baike.bai

du.com/view/4131.htm

Figure 47. 

Cup Which Shaped from 

the Foot-Binding Shoes

 -Illustrated hard book of 

chinese sex history,

 p. 224

Figure 48.

Floral Pattern and

Butterfly Pattern of

the Foot-Binding 

Shoes 

-Tianjin huaxia 

shoesculture museum

Figure 49.

First Day of Marriage

of the Shoes

-Tianjin huaxia shoes

culture museum

서가 는 청나라 광서황제 시절 상하이 상무인서관 편집장을 역임한 인물로 그가 2) ( ) ( ) , 徐珂 上海商務印書館

저술한 청패류초 에는 중국 여성의 작은 발과 전족 신발 중국차 담배 및 생활문화에 관한 기록이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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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분상징의 의의  3.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신발을 보면 착용자의 부, 

사회적 지위 정치 성향 등을 알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중국 사회에서(Won, 2012).  전족 신발은 여

성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중요성이 더욱 극대화

되었으며 상류층이 아닌 여성들도 유행처럼 작은 , 

발과 전족 신발을 착용하였다(Soh, 2006). 앞서 언

급한 서가의 청패류초 에서 광둥 과 광시‘ ’ ( ) ( ) 廣東 廣西

지방의 상류층 여성들은 전족을 통해 자기의 신분을 

상징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외에 차오저우, ( )潮州

와 샨터우 지방에서는 발이 작지 않으면 상류( ) 汕頭

층이 아니라는 속설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Gao, 

이 뿐만 아니라 전족을 한 여성들 중에도 전1995). 

족 신발의 색채 문양 장식을 통해 여성들의 신분, , , 

지위 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Zhang, 

2014).

이러한 기록이나 풍습들은 전족이 초기에는 여성  

의 신체를 억압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중국 

여성의 신분 및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

게 되었다는 전족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망하게 한

다 더불어 전족 신발의 형태 색채 문양 소재 장. , , , , 

식 등도 동등하게 여성의 지위를 상징하게 됨으로써 

여성들만의 독특한 규방문화를 형성하고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 론. Ⅴ

중국 사회에서 여성들의 전족은 여러 사회 문화적   ·

요인에 의해 시작되었고 점차 여기에 미적인 요소, 

가 가미되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심미성을 추구하

게 됨으로써 중국 특유의 전족 문화가 정착되었다. 

본 연구는 텐진 화하신발문화박물관에서 연구대상으

로 선정한 점의 전족 신발의 형태 색채 문양 장70 , , , 

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중국 복식사에 있어서 전

족 신발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전족 신발의 형태는 앞코가 올라가지도 내려  

가지도 않은 일반형 중국 고대 건축물의 올라간 처, 

마의 형태와 유사하게 앞코가 올라간 형 장화형 혹, 

은 굽이 달린 혼합형 앞코가 내려간 형의 네 가지, 

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중 일반형이 가장 많이 나. 

타났고 다음으로 앞코가 올라간 형 혼합형 앞코가 , , 

내려한 형 순으로 나타났다 전족 신발의 색채는 다. 

양하게 나타났는데 높은 명도와 채도 강렬한 색채, , 

대비로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었으나 흑색과 회색의 무채색의 사용 빈도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발의 특성상 지면과 접. 

촉해야 하므로 오염을 고려한 색채 선택으로 파악된

다 문양은 식물문양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 

다음으로 복합문양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 , 

복합문양에는 꽃과 나비 꽃과 박쥐 꽃과 새 등의 , , 

번식을 상징하는 문양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외에 문양이 없는 경우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났

다 장식에서는 평면적인 자수 장식이 가장 높은 빈. 

도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입체적인 술 시퀀 아플리, , , 

케 등이 혼합된 혼합형 장식과 무장식이 유사한 비

중으로 나타났다 전족 신발의 장식은 신발을 복식. 

의 일부로써 복장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중국 복식문화에서 전족 신발의 의의는   

심미적 의의 성적 의의 여성 신분상징의 의의로 , , 

축약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여성. 

들의 미모를 평가할 때 작은 발이 평가의 기준이 되

었다 즉 발이 작아야 아름답다는 인식이 널리 통. , 

용됨으로써 여성들은 전족을 하게 되었고 전족 자체

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의복과의 색채 조화 더 나, 

아가 건축물과의 형태적 조화까지도 고려한 심미성

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한국의 복식에서 느껴지는 . 

완만한 곡선과 초가지붕의 곡선에서 나타나는 공통

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학서적에. 

서도 작고 예쁜 발과 아름답게 수놓은 전족 신발의 

심미성에 대한 칭송이 빈번히 나타난다 전족 신발. 

은 역사상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중국만의 

독특한 여성미와 복식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고 이

를 통해 드러나는 중국인의 심미성을 엿볼 수 있었

다.

중국에서 발은 고대부터 에로틱한 성적 상징물로   

간주되었고 특히 중국에서 여성의 전족한 발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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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다른 부위보다 은밀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전족을 한 발의 형태가 백합 꽃잎처럼 생겨 마치 꽃

과 꽃술이 식물의 생식을 상징하는 것처럼 꽃과 같

이 생긴 작은 발이 에로티시즘을 표현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전족 신발의 장식 문양에도 꽃과 나비 꽃과 , 

박쥐 등 왕성한 번식을 상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또한 문학서적에서도 남자가 전족 신발을 . 

보고 음탕한 마음이 생겨났다든지 신부의 전족 신발 

바닥에 춘화도를 그려 넣는다는 등의 기록으로 전족 

신발과 성적인 관계를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전족뿐만 아니라 전족 신발까지 에로티시즘

의 상징물로 간주되어 왔고 깊은 성적 의미를 내포,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신발로 착용자의 부 사회, 

적 지위 계급 등을 판단하는데 특히 전족 신발은 , , 

여성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 때문에 상. 

류층이 아닌 여성들도 모두 전족을 하였고 이를 통, 

해 자신의 신분상승의 욕구를 표출하였다 더불어 . 

전족뿐만 아니라 전족 신발의 색채 문양 장식도 , , 

중국 여성의 신분 및 지위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근

거가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전족 신발의 긍정적 측

면 및 순기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족 신발의 형태 색채 문양 장식은   , , , 

모두 심미적 성적 사회적 신분 상징의 의미와 연, , 

결되어 있으며 이는 중국인의 기저에 깔려있는 복식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각국의 독특한 복식문화에 대한 분. 

석 및 이해를 통하여 보다 인간과 복식에 대한 이해

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앞으로 전족 이외의 독특한 복식문화 현. 

상을 자세히 고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인류 복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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