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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heel height and macro-economic factors - 
recession and unemployment; and to analyze the time lags reflecting economic factors on heel 
height index using U.S. data. The life-history evolution theory was applied to propose the rela-
tionships studied. The data for the heel height measurements of women’s shoes - pump style on-
ly - were obtained from US Vogue fashion editorial sections on spring and fall editions from 
1950 to 2014. 

I divided the heel height by the length of the shoes in order to standardize the data. Total of 
1581 samples were used, and heel height data were aggregated to create a yearly average. To 
explore the relationships between macro-economic factors and heel height, this study used OLS of 
Stata 13 program. The main findings show that unemployment rates influenced heel height for 
three years in a positive direction. Furthermore, the effects of unemployment rate from two years 
ago on the current heel height were very close to being on a significant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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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패션은 인간의 일상생활 속에서 등한시 할 수 없

는 가장 중요한 필수품목 중의 하나이며 자신의 사회

적, 심리적 반영체이다(Davis, 1994). 동시에 패션은

다양한 외부적요인 즉, 문화적, 종교적, 정치적, 경제

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고(Blumer, 2007; Docherty

& Hann, 1993; Simmel, 1957; Sproles, 1985; Veblen,

1994) 소비자들의 끊임없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욕구

추구 등에 의해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해오고 있다.

패션은 외부적 영향 요인 중의 하나인 경기

(business)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불경기시 경기와

패션에 관련하여 언론매체에서 자주 회자되는 다양한

지수들이 있다. 그 중 첫 번째 지수는 헴라인 지수

(hemline index)인데, 1920년대 미국경제학자인 Taylor

교수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치마

길이가 짧아지고 경기 침체기에는 길이가 다시 길어

지며, 또한 헴라인은 전년도의 경기 상태를 반영하여

변화한다고 한다(Ahn, 2015-a). 두 번째 지수는 하

이힐 지수(high heel index)로써 이는 경기 침체기에

는 여성 구두 굽 높이가 높아져 높은 굽이 유행한다는

것이다. IBM사의 Trevor David 박사는 그 예로 1920

년대 경제 대공황 기에 낮은 굽의 플래퍼(flappers) 대

신 high pump가 유행했고, 닷컴버블(dot-com bub-

ble)이 붕괴 되었던 2000년대 초기에 스틸레토

(stiletto)가 유행하였고, 가장 최근 경기후퇴기 여파

로 2008-2009에 높은 굽이 유행하다 후 경기가 회복

되면서 2010이후 굽이 낮아지고 있음을 그 예로 들

고 있다. 세 번째 지수는 립스틱 지수(lipstick index)

이다. 립스틱 지수는 에스테로더사의 회장인 레오나

드 로더(Leonard Lauder)에 의해 소개된 것으로, 여

성 소비자들은 경기 침체기에 값비싼 핸드백이나 구

두를 구입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타인

들 더욱이 남성들로부터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돋보

일 수 있는 상품인 립스틱을 많이 구매한다는 것이

다(Nelson, 2001). 이 지수와 관련하여 Hill, Rode-

heffer, Griskevicius, Durante, & White(2012)는 경

기침체요인이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의 심리에 영향

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생활사이론(life history

theory)과 진화론(evolution theory)을 기반으로 접근

하였다. 이 연구는 네 번의 실험설계기법(experi-

mental design)을 통해, 여성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반영된 조건에서는 평상시 개인들이 구매하고자하는

생활용품이나 전자제품을 구매하려하기 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이성을 향해 자신의

신체적 매력을 표출시킬 수 있는 상품을 사려는 경

향을 보이며 더욱이 미용 상품 구매를 통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발현하고 이를 통해 이성을 유혹하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기와 관련된 신조어인 여러 지수들 중, 헴라인

이론(Ahn, 2015a; Mabry, 1971; Van Baardwijk &

Franses, 2012)과 립스틱 효과(Ogilvie & Ryan,2011;

Hill et al., 2012)에 관하여는 정성적 또는 정량적 기

법을 통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경기와 여성 구두

굽 높이의 관계에 대하여는 학술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단지 IBM사의 소셜미디어 팀(IBM, 2011)에

서 가장 최근의 경제 침체기를 포함해 그 이후 몇

년 동안의 구두 굽 높이 변화를 불경기시와 연관하

여 진행한 연구가 유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

구두 높이의 변화와 경제의 관계성 여부를 진화론을

기반으로 정량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패션이론 기반 구축에 기여함과 동시

에 여성 신발산업 이 향후 구두 상품개발 시에 구두

굽 높이 예측에 대한 실무 적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우선 신발의 의미, 심리학적인 의미, 패

션상품에 대한 생활사진화론, 그리고 경기와 하이힐

의 관계를 거시적 경제지표인 실업률, 그리고 불경기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동화 속의 신발 의미
신발은 많은 소비자들에게 실용본위의 품목이다.

반면 신발은 다수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

동화 속에서 나오는 신비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적인

것으로, 자아(self), 사회적 지위, 그리고 여성의 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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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성을 함유하고 있는 품목이기도 하다. 동화속의

신발은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상징되기도

하였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 이

야기이다. 이 동화에서 분실한 신발은 아름다운 신데

렐라의 분신으로 신데렐라의 미의 반영체이다. 어려

서 신데렐라를 읽었던 여성들에게는 신발이 단순이

발을 보호하는 실용적인 기능 또는 도구 이상의 의

미를 갖는다. 안데르센의 빨간 구두는 인간내부에 존

재하는 자유와 행복에 대한 갈망과 종교적인 겸양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즈의 위대한 마법사에 나

오는 은색 구두는 세상을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역할

을 함으로써 신발이 대안적 현실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또한 백설 공주에서 나오는 빨갛게 달구어진

신발은 사탄과 악을 단죄하는 역할을 한다.

2. 신발의 의미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본질적 역할 이상으로 미와 문

화적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Dilley, Hockey, Robinson,

& Sherlock, 2015; Seferin & Van der Linden, 2012)

자신의 외연체이자 자신에 대한 표현이다(Belk, 2003;

Hockey, Dilley, Robinson, & Sherlock, 2013). 또 신

발은 자신의 지성, 유머, 유행센스, 상대를 유혹하려

는 의도, 그리고 과감하고 담대함을 표출하는 객체

(Belk, 2003)로서 여성들이 신발을 통해 자신의 아름

다움, 성격, 그리고 성적매력을 담아냄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표시하기도 한다(Cho, Kim, & Koh, 2009;

Dilley et al., 2015; Hockey et al., 2013; Lee, 2007;

Seferin & Van der Linden, 2012). Belk(2003)는

1990년과 2000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찰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여성들의 신발선호요인을 분석한 결과,

신발은 소비자의 기호, 사회적 지위, 성별 문화적 자

산, 본인의 나이 정보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Cho et al(2009)은 하이힐을 40켤레 이상 보유한

2-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을 통한 연

구에서, 여성들이 하이힐을 착용하는 동기를 외관적

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을 통해 분석하였다. 외관적

요인으로는 하이힐 착용 시 신체 모습의 변화, 즉 신

장의 크게 보일 수 있으며 보다 매혹적인 몸매를 보

이려하는 것이다. 심리적인 측면으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 여성성 향상, 무의식적인 성적 욕망과

감정에 대한 표출이라 설명하였다. 여성들은 많은 신

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다양한 신발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여성 소비자들의 물

질위주의 사고(materialism)와 다양성 추구(variety

seeking)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향후에 발생할 일이나

행사를 대비하여 미리 구매하는 긍정적 완벽성

(positive perfectionism)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Bose, Burns, & Garretson Folse, 2013).

3. 여성성과 하이힐
Morris, White, Morrison, & Fisher(2013)는 하이

힐과 여성성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여성들이 하이힐

을 신고 보행할 경우 걸음걸이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성 특정적인 효과를 확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두

번의 실험연구를 진행하였다. Morris et al. (2013)은

연구에 참여한 대상들이 비디오 영상을 통해 피사체

의 전체적인 몸체의 형성이나 구조 없이도 관찰부분

의 움직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명표

시장치기법(point-light display)을 사용하였다. 이 연

구팀은 연령과 신체 크기가 다른 총 12명의 여성 피

사체를 사용하여 이들이 각각 굽이 없는 신발과 하

이힐을 신고 보행하는 것을 촬영한 후 30명의 연구

참여자(남성 15명, 여성 15명)들에게 조명표시에 의

해 관찰되는 부분의 움직임만을 통해 어떤 영상의

피사체가 더 매력적인가를 평가하게 한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보행하는 피사체가 굽이

없는 신발을 신고 보행하는 피사체보다 현저하게 매

력적이다 라고 답하였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첫 번

째 실험에서 사용한 피사체들의 동영상을 120명의

연구 대상자 (여성 82명, 남성 38명)들에게 보여주고

피사체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하게 한 결과 굽

이 없는 신을 착용한 피사체중 28%를 남성으로 오

인했으며, 하이힐을 신은 피사체 중 17%를 남성이라

고 추측하였다. 두 실험의 통해 연구팀은 여성들이

하이힐을 신고 보행할 경우, 보폭이 작아지고 둔부의

회전이 커짐으로 인해 여성의 성적 매력을 만들 수

있게 됨으로 여성성을 극대화 한다고 결론 내렸다.

Guéguen(2015)은 네 번의 다른 유형의 현장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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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experiment)에서 다른 높이의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남성과 여성들의 반응을 분석하

였다. 그 중 첫 두 번의 현장실험에서 높이가 다른

하이힐을 신은 여성들이 거리에서 남성과 다른 여성

들에게 설문지 참여 요청했을 때 이들의 반응과 행

동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남성들은 굽이 없는 신발

을 신고 있는 여성보다 하이힐을 신고 있는 여성이

설문지 참여 요청을 했을 때 설문에 더 많이 참여한

반면, 여성들의 반응은 요청자의 신발 굽 높이와는

상관이 없게 반응하였다. 세 번째 현장 실험에서 피

실험대상자가 길거리에서 핸드백 안에 있던 장갑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후 모른 체하면서 가는 실험에

서, 남성들은 높은 힐을 착용한 피 실험 대상자가 흘

린 장갑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돕는 반응을 보였다.

연구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장실험에서는 대중술

집에서 남성들이 굽이 없는 신발을 신은 여성보다

굽이 높은 하이힐을 착용한 여성에게 빨리 말을 걸

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종합적으로 연구자는 여성

의 하이힐은 남성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하

이힐이 여성의 매력이나 여성성과 관련이 있다고 결

론지었다. 이 결과는 Guéguen & Stefan(2015)의 연

구에서 더욱 공고히 되었는데, 이 연구의 실험에서

남성들은 낮은 굽을 신은 여성 보다 높은 굽을 착용

한 여성에게 더 미소를 지었으며, 다른 실험에서 동

일한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있는 사진과 낮은 굽을

신고 있는 사진을 가지고 남성들에게 어느 사진이

섹시한가를 평가하게 한 결과 하이힐이 섹시함과 연

관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4. 하이힐 지수(High heel index)
헴라인 지수나 립스틱 지수처럼 여성의 패션 트렌

드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경기분위기를 말해주는 지

표로 회자되어오고 있다. IBM사의 소셜미디어 분석

팀(2011)은 2008년에서 2011까지 미국의 블로그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수십 억 개의 글을 분석한 결

과 미국의 경기 침체기였던 2009년에 여성 구두 평

균 굽 높이가 7인치(약 18센티)였지만 그 이후 경기

가 회복되면서 굽 높이가 점차 낮아졌다고 하였다.

그 주된 이유는 불경기 시에 여성 소비자들이 대담

하고 화려한 패션을 판타지나 도피의 수단으로 여기

기 때문이다(IBM, 2011). 이 결과와 해석은 1920년

대에 유행했던 플래퍼(flapper)가 대공황 기를 거치

면서 유행에서 사라지고 하이힐 스타일이 유행하였

고,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와 2000년대 초에 미국에

서 있었던 닷컴버블(dot-com bubble) 경제 현상 이

후 스틸레토 스타일이 유행하였던 것만을 예로 든다

면 수긍이 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실제 상품의 측정

을 통한 연구이기 보다는 블로그나 SNS상에서 언급

되어진 구두 굽 높이를 중심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기법을 통하여 진행한 것이며 연구 대상기

간이 장기간이 아닌 4년, 그리고 단 한 번의 경기침

체기 전후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어서 신뢰성에 한

계점을 갖고 있다.

5. 생활사진화론(life history evolution 
theory)과 경기침체
유한한 자원체계 속에서 생물체들이 어떻게 생존

해 왔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진화론과 인류학, 그리

고 발달심리학의 토대인 생활사진화론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Chisholm, et al., 1993; Roff, 1992).

생활사진화론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유기체들이 주

워진 환경에서 생존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개체가

보유하고 있는 제한된 자원을 자신의 성장 발전을

위해 쓰거나 또는 당면한 종족번식을 위해 상호보완

적(trade-offs)으로 할당한다(Chisholm, et al., 1993;

Hill, et al., 2012; Roff, 1992; Stearns, 1992).

경기상승과 침체현상은 자본주의가 시작된 현대에

나타난 현상이기 보다는 인류 역사 속에서 각 집단

과 국가의 일원들은 번영과 자원의 유용성의 정도에

따라 흥망성쇠를 겪어왔다(Chakravarthy & Booth,

2004; Hill, et al., 2012).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1854년 이후 최근까지 총 33회의 경기 침체기를 경

험하였다(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2010). 현대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각국은

반복되는 경기침체와 상승 주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소비자 또한 경기상태에 따른 소비 전략을 추구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지출과 소비 경향

은 경기 침체기에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한다.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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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이전의 경기 불황 때 자신들이 대처해 온 소비

행동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불황에 대처하는데

(Flatters & Willmott, 2009), 2007년 12월에 시작하

여 2009년 6월 사이에 있었던 가장 최근의 불황기에

미국 소비자들은 가계지출을 삭감한 경향을 보였다.

즉, 경기 불황(depression)이 시작된 이후 미국의 소

비자들 중 62%가 가계지출을 줄였으며 단지 5%의

소비자만 지출을 늘렸다(Pew Research Center,

2010). 또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기에 시

각적으로 과시적이지만 필수품류가 아닌 의류, 주택,

쥬얼리, 고급 시계, 가구나 가전제품 등의 구입을 줄

이고 과시효과는 없지만 필요한 품목에 더 많은 구

매 중점을 둔다. 반면,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

과시적 상품과 비 과시적 상품 모두에 대한 소비를

늘린다(Kamakura & Du, 2012). 이는 인간들 이 자

원보유정도에 따라, 주워진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현

명한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침체기에 소비자들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거

나 줄어드는 재원 상태를 걱정하여 소비와 지출을

줄이거나 저축을 늘리는 등, 실질 경제행위를 통해

신중하게 반응하기(Carroll, Hall, & Zeldes, 1992)도

하지만, 생물학에서 다른 유기체처럼 다른 형태의 적

응반응을 보이기도 한다(Griskevicius, et al., 2013).

예를 들어, 다수의 논문을 보면 재정적 결핍이나 혹

독한 생활환경을 겪고 현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생활

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보다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자신의 재원과 노력을 자손번식에 우선적으로 기울

이는 경향이 있다(Belsky, Schlomer, & Ellis, 2012;

Ellis, et al., 2012; Rickard, Frankenhuis, & Nettle,

2014; Simpson, Griskevicius, Kuo, Sung, & Collins,

2012). 경기침체는 개인들의 재원의 감소뿐만 아니라

가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경기침체는 혹

독한 생활환경을 암시하는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런 관계에 준하여 생활사 진

화론의 입장으로 본다면, 경기 침체는 개개인들로 하

여금 가까운 미래 배우자 찾기에 배우자를 유혹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이힐과 같은 품목 구매에 경제적

재원을 할당하게 유도할 것으로 보여 진다.

6. 경기침체와 의상
의류의 구매나 착용은 개인의 미적 기준이나 당

시대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유행에 따라 결정되

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류는 로맨스 정보와 같은 상

징적 의미를 함유하기도 한다(Adam & Galinsky,

2012). 예를 들면 몸에 밀착된 스타일이나 노출이 많

은 의류의 착용은 성적인 의도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Abbey, Cozzarelli, McLaughlin, & Harnish,

1987; Durante, Li, & Haselton, 2008; Grammer,

Renninger, & Fischer, 2004; Koukounas & Letch,

2001). Abbey(1987)와 Hill, Nocks, and Gardner

(1987)는 여성의 피부의 노출 정도와 의류의 밀착

정도를 인위적인 조작실험을 통해 남성으로 하여금

여성모델의 매력도를 판정하게 하는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 결과, 남성들은 깊게 파인 상의, 반바지, 몸

에 꼭 끼는 청바지, 또는 노 브래지어와 같은 스타일

에서 여성의 성적의도 또는 성적 수용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오판 한다고 보고하였으며(Abbey, 1987), 연

구실험에 참가한 남성들은 몸매를 강조한 여성 모델

을 매력적인 성적 파트너로 판단하였다(Hill, et al.,

1987). Abbey et al. (1987)은 남성들이 여성의 외형

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신체부위가 많이 노출된 옷

을 착용하고 있는 여성이 노출이 덜한 옷을 입은 여

자보다 더 섹시하고 매혹적으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불경기 때 여성들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남성을 찾

기 위한 수단으로 의상을 사용한다는 연구들(Barber,

1999; Hill, Donovan, & Koyama, 2005)이 있는데, 두

논문의 결과는 상이하다. Hill et al.(2005)은 1916년

에서 1999년간 영국 Vogue에 나온 일상복 원피스와

이브닝웨어만을 연도별로 사진을 두 장씩 무작위로

선택하여 경제상황의 지표로 국내총생산(GDP)과 피

부의 노출 정도와 국내총생산과 몸매의 강조 정도간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불경기 시에 여성들은 가슴

을 강조하고, 목선을 깊게 파인 스타일 등 상체의 피

부를 많이 노출하며, 허리와 엉덩이를 강조하는 몸에

꼭 끼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그러나 다리의 노출은

경기상태와의 관계에서 유의수준 내에서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Barber(1999)는 Richar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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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oeber(1940), Mabry(1971), 그리고 Weeden

(1977)이 헴라인 변화연구에서 사용한 1885년에서

1976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의 스타일 변화를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기 위해 여성 의상 스타

일과 결혼 경제학적인 입장 - 여성의 교육 정도, 성

별비율, 그리고 이혼율 -의 관계를 회기분석을 통해

여성의 수가 남성의 수가 여성의 수에 비해 많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남성이 적거나, 또는 이혼율이 높

아 여성간의 남자에 대한 경쟁이 높아지는 경우 여

성의 스커트 길이가 짧아지고 목선 트임이 커지며

허리선이 강조되는 스타일이 유행한다고 보고하였다.

불경기는 높은 실업률을 야기하고 소비자들의 저축

이나 투자에 대한 횟수가 극대로 줄거나 손실을 가

져오기도 한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외

부적 환경의 변화는 남성과 여성들의 배우자 찾기

전략에 변화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불황기에는 경기

위축으로 인하여 다수의 남성들이 실업자의 처지가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성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수의

남성을 차지하고자 자신의 매력과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전략이 의류스타일이나 뷰티품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상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

면, 남성이 여성에 대한 행동이나 판단을 할 때 여성

들의 화장품이나 색상, 하이 힐 그리고 의상 등에 의

해 표출되는 신체의 외형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

성들은 불경기 때 자신들의 사회경제적으로 안정적

인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남성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의상을 사용하고(Barber, 1999;

Hill et al., 2005), 화장품처럼 비싸지 않지만 자신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보인

다(Hill et al., 2012). 또한, 여성들은 호경기 때 보다

불경기 때에 더 높은 굽의 하이힐을 착용하는 경향

이 있다(IBM,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의상과 경기

가 그리고 화장품과 경기가 연관이 있다면, 패션의

한 축인 여성 구두 굽 높이 또한 경기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에 아래와 같은 연구 문제를 설

정하였다.

연구문제 1: 경기 변동과 구두 굽 높이 변화가 상

관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경기의 변동과 구두 굽 변화가 상관

관계가 있다면 그 상관관계가 어떤 시차

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 모델
본 연구의 목적은 경기변동이 여성의 구두 굽 높

이 변화에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소위

하이힐 지수(high heel index)의 신뢰성을 검증하며

두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van

Baardwijk & Franses(2012)가 헴라인과 경제의 연

관성 분석을 위해 사용한 모델을 본 연구에 맞게 변

수를 적용하였으며, 그 모델은 아래와 같다.

Heel heightt = β0 + pHeel heightt-1 +

γlog(trend) + β1MacroVart-k + εt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구두 굽 높이 값은 사진자료

의 측정된 굽 높이를 구두 길이로 나눈 값의 비율이

다. 또 구두 굽 높이의 변동에 연관된 다른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전 연도의 구두 굽 높이 값을 연구

모델에 반영하였다. 거시 경제요인의 추세값을 자연

대수 값으로 변경하여 모델에 반영하였는데, 이는 시

계열상에 나타날 수 있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이

다(van Baardwijk & Franses, 2012). 거시 경제요인

으로 기존 연구(Ahn, 2015a; van Baardwijk &

Franses, 2012)에서 헴라인과 상관관계를 보인 두 요

인인 불황지수(recession)와 실업률(unemployment)

을 본 모델에서 사용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

Stata 13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최소자승추정

법(OLS)를 이용한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2. 하이 힐 자료수집
Vogue는 전 세계의 하이패션계로부터 신뢰를 얻

어 오고 있으며 철저한 시장조사와 판촉기법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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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독자와 광고주인 기업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유

지해오고 있는 성공한 패션잡지이다(Cox & Mowatt,

2012). Vogue지에 소개된 패션 스타일과 디자인은

다른 미디어와 패션시장에 자주 반영되어 소개가 되

는데 이는 세계 패션시장과 미디어에서 Vogue의 높

은 위상 때문이다(Kuipers, Chow, & Van der Laan,

2014). 따라서 패션변화에 대한 연구하기 위한 자료

의 근원으로 Vogue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Docherty, Hann, and Schgor, 2000), 다수의 패션

스타일 변화와 패션광고관련 기존연구에서 Vogue를

자료의 원천으로 활용하였다(Ahn, 2013, 2014,

2015-a, 2015-b; Bang & Ha, 2012; Belleau, 1987;

Docherty et al., 2000; Harrison, 2008; Marby, 1971:

Scarborough & Hunt-Hurst, 2014). 1950년부터 2014

년까지 미국 Vogue 중 봄/여름과 가을/겨울 컬렉션

을 소개하는 3월호와 9월호를 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여름과 겨울에 발행되는 호들은 계절적

인 특성을 반영하여 제작됨으로 연구자료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6월 7월의 경우 여름용 샌들

이 강조되고 겨울 호는 부츠중심의 신발이 많이 실

리고 있어서 연도별 구두 굽 높이 자료 분석에 편향

성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사대상 자료가 해

당 호에 10개 미만인 경우 바로 이전 또는 이후 호

를 사용하여 총 1581개의 여성구두 사진자료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림 자료는 제외하고 사진자료만 사용한다.

2) 구두 굽 높이 비율을 통해 굽 높이의 변화를

측정해야 함으로 측면으로 나온 사진만을 사용

한다.

3) 구두의 밑창과 힐이 붙은 부분의 경계선이 명

확 사진만을 사용한다.

4) 펌프스타일만을 대상으로 사용한다.

5) 광고에 나온 사진은 배제하고 편집 란에 나온

사진만을 대상으로 한다.

3. 하이 힐 자료 측정 및 비율
신발의 경우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 잡지에 있는

자료의 경우 상품의 사이즈 정보가 부재하다. 또한

잡지에 실린 신발 사진들이 다양한 크기로 실려 있

어 사진자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구두 굽 높이를 측

정하는데 많은 제약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사진자료

들을 일괄적으로 245밀리미터 사이즈로 전제한 다음

굽 높이 비율을 계산하였다<Table 1>. 보다 정확한

측정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대상 사진의 이미지를

복사 후 재생한 다음 아도비 일러스트레이터(Adobe

<Fig. 1> Shoe Measurement

(All About Color, 1980. p.306.)

<Table 1> Shoe Size 254mm Standard>

Ratio Heel height

15% 38.1mm

30% 76.2mm

40% 101.6mm

50% 12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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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or)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밀리미

터 단위로 측정하였다.

구두 굽 높이 비율은 먼저 힐과 본창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천피의 하단까지 높이 값을 구한 다음, 구

두 길이 측정값으로 나누어 비율로 나타내었다. 이

때 힐과 본창이 연결되는 지점의 중간부분을 측정

시작점으로 간주하였다.

Heel height ratio = Shoe height / Heel length

4. 경기후퇴기(Recession)
각국의 경기는 상승기와 후퇴기를 반복하면서 순

환 변동한다. 미국의 경우 1850년대 이후 2015년 현

재까지 총 33번의 경기 변동 주기를, 1950년부터

2014년까지는 총 10번의 주기를 경험하였다(NBER,

2010). 경기 주기 중 경기후퇴기(recession)는 한 경

기 주기내의 최고점(peak)에서 시작하여 최저점

(through)까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이 경기후퇴기

간이 최소 몇 달 이상 지속되면 경기후퇴기라고 한

다. 이 기간은 대공황 이래 2014년까지 동안에 짧게

는 6개월에서 장기적으로는 18개월 동안 지속되었는

데 경기후퇴기간 동안에는 실질국내총생산, 실질소득,

고용률, 상품생산과 도소매판매량이 현저히 감소한다

(NBER, 2010). 경기와 여성 구두 굽 높이의 관계분

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거시경제 지표(macro-varia-

ble)들을 사용하였는데 그 중의 한 요인이 경기후퇴

지수(recession index)이다. 경기후퇴지수는 1950년에

서 2014년 동안 발생한 경기후퇴기의 기간을 범주형

변수로 취급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Ahn(2015a)의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그 범주 값은 아래와 같다.

연간 경기후퇴기간이 한 달 미만인 경우: 0.10

연간 경기후퇴기간이 두 달에서 네 달 사이 지속

된 경우: 0.35

연간 경기후퇴기간이 다섯 달에서 일곱 달 사이

지속된 경우: 0.60

연간 경기후퇴기간이 여덟 달에서 열 달 사이 지

속된 경우: 0.85

연간 경기후퇴기간이 11개월에서 12개월 지속된

경우: 1.1

5. 실업률(Unemployment rate)
실업률은 16세 이상의 남녀 중 실직된 상태이거나

4주 이상 적극적으로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을 대상

으로 확보한 통계수치이다(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2015). 산업분야를 총괄하여 산출한 실업률

은 경기 순환주기와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실업률은

경기 순환주기 보다 약 1분기 늦게 반응한다(Stock

& Watson, 1999). 본 연구에서는 실업률과 구두 굽

높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미국 노동부에서 발

표한 1950년부터 2014년간 연도별 실업률 자료를 사

용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기술적 통계자료
본 연구에서 경기와 구두 굽 높이의 관계분석을

위해 사용한 각 변인의 기술적 통계는 <Table 2>와

같다.

시계열 자료는 추세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며,

만일 분석 대상의 자료(e.g. heel height, recession,

unemployment)가 증가 또는 감소 등의 추세를 보일

경우 기존 자료를 분석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N M SD

High heel height 65 28.95 9.07

Recession 65 .25 .27

Unemployment 65 5.86 1.6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Annu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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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정상성(stationarity)의 가정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시계

열 자료를 일차적으로 차분한 후 단위근 검증(unit

root test)을 통하여 정상화가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Dickey & Fuller, 1979; Phillips & Perron,

1988; Politis & Romano, 1994). 본 연구에서 설정한

두 가지 연구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구두 굽 높이, 불

경기, 실업률 값을 Strata 13 프로그램의 최소자승회

귀 방식(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 OLS)을

사용하였다. OLS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사용된 시계

열 자료들이 전제조건에 부응하는지를 파악하고자

안정성(stationarity), 이분산(heteroskdasiticity), 그리

고 잔차계열상관관계(autocorrelation)를 점검하였다.

시계열자료를 활용한 모형화의 전제조건으로 시계

열의 특성은 시점과 무관하게 자료의 평균과 분산

값이 일정하여야 한다. 각 변인(구두 굽 높이, 경기

후퇴기간, 실업률)들이 각각 단위근을 보유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Dickey-Fuller 테스트를 활용하였

다. 경기후퇴기간의 경우 시계열자료가 안정성을 보

유하고 있어서 ‘시계열자료가 단위근이다’ 라는 귀무

가설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실업률과 구두 굽 높이의

경우 시계열자료가 각각 단위근을 나타낸 비정상

(non-stationary)이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

다. 단위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시계열자료가 여

러 추세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

서 구두 굽 높이와 실업률 두 변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각 변수의 일차차분(dHeel Height = Heel

Heightt-Heel Heightt-1; dUnemployment=Unem-

ploymentt-Unemployementt-1)을 구한 후 단위근 여

부를 점검한 결과 정상성을 가지고 있어 새로 구해

진 두변수의 일차차분 값을 본 연구 모델에 사용하

였다<see Table 3>.

시계열자료 분석에서 백색잡음(white noise)은 시

점(t)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잡음, 또는 외부에 의

해 조절될 수 없는 요소로서 한 변수의 잔차가 서로

상관성(autocorrelation)을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잔차계열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Durbin-Watson 방

식을 통해 점검한 결과 각 변인 모두 귀무가설인 ‘잔

차계열상관성이 없다’는 조건을 만족하였다. 마지막

으로 OLS를 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이분산의 존

재에 대한 점검을 위해 Breusch-Pagan / Cook-

Weisberg 테스트를 사용한 바 각 변인 모두 만족하

였다.

2. 연구 결과 및 논의
1) 경기후퇴기간과 구두 굽 높이 상관관계 및

시차적 영향

경기후퇴기간과 구두 굽 높이의 상관관계와 경기

후퇴기간의 구두 굽 높이에 대한 시차적 영향을 분

석하기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Table4>. 선

행 작업으로 구두 굽 높이 자료가 안정성을 확보하

지 못하여 일차차분인 heel heightD1을 구한 다음 구

두 굽 높이 일차차분을 이전연도 구두 굽 높이 일차

차분과 경기후퇴기의 로그 값, 그리고 당해 연도를

포함해 이전 4년간의 경기후퇴기 값으로 회귀 하였

Variable N Test statistic Z(t)*

Heel Height 64 - 2.39 0.14

Recession 64 - 3.56 0.00

Unemployment 64 - 2.76 .06

dHeel Height** 63 -12.25 0.00

dUnemployment*** 63 - 7.03 0.00

* Z(t) : Mackinnon approximate p-value
** dHeel Height: Heel Heightt - Heel Heightt-1
***dUnemployment: Unemploymentt - Unemployementt-1

<Table 3> Dickey-Fuller Test for Unit Root



경제와 여성 구두 굽 높이 변화의 관계

- 95 -

다. 그 결과 연구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하

였다(R2=.21, F(7, 53)=1.99, p>.05).

2) 실업률과 구두 굽 높이 상관관계 및 시차적

영향

실업률과 구두 굽 높이의 상관관계와 실업률의 구

두 굽 높이에 대한 시차적 영향을 분석을 위해, 먼저

단위근을 가지고 있어 불안정성을 가진 구두 굽 높

이와 실업률 자료의 일차차분(Heel height D1,

Unemployment D1)을 각각 구하여 안정성을 확보하

였다<Table4>. 그 후 구두 굽 높이 일차차분을 이전

연도 구두 굽 높이 일차차분과 실업률의 로그 값, 그

리고 당해 연도를 포함해 이전 4년간 실업률의 일차

차분 값으로 다중회귀 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R2=.25, F(7, 52)=2.64, p

<.05). 즉, 이전 연도 구두 굽 높이 일차차분과 실업

률 로그 값, 그리고 이전 4년간의 실업률의 일차차분

값이 구두 굽 높이 전체 변량의 25%를 설명하였다.

실업률이 구두 굽 높이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이전 4년의 실업률 높아지면 그 영향으로 여성

구두 굽 높이가 변동한다. 즉 어떤 해의 경기상태가

좋지 않아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영향으로 향후, 구

두 굽 높이가 3년간 지속적으로 높아지다 4년차에

약간 낮아진다. 특히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다음 2년

차에 구두 굽 높이가 p=.05 기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거의 통계적으로 유의

한 수준(p=.08)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경기후퇴기간과 실업률의 여성 구두 굽

Heel height B SE

L. Heel heightD1 L1 -3.61 (.00) .12

Log_recession Recession -1.28 (.21) 3.74

L0 1.26 (.21) 10.87

L1 .35 (.73) 2.87

L2 - .31 (.76) 2.70

L3 .76 (.45) 2.60

L4 - .17 (.86) 2.54

R2 .21 (.07)

Note: p-value in parentheses

<Table 5> OLS: U.S. Unemployment

Heel height B SE

L. Heel heightD1 L1 -3.62 (.00) .12

Log_unemployment UnemploymentD1 -1.45 (.15) 3.53

L0 .83 (.41) .74

L1 .28 (.77) .74

L2 1.77 (.08) .71

L3 .65 (.52) .70

L4 -.06 (.95) .70

R2 .25 (.03) *

Note: p-value in parentheses

p*<.05

<Table 4> OLS: U.S. Re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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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변동의 상관관계와 두 요인의 여성 구두 굽 높

이 변동에 대한 시차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 분석결과 경기후퇴기간 변수는 여성 구두 굽 높

이 변화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실업률이 높아

지면 그 영향으로 여성 구두 굽 높이가 높아지며, 더

욱이 2년 후에는 실업률의 여파로 말미암아 거의 통

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구두 굽이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IBM 미디어 팀(2011)이 최근

경제 침체기를 포함해 그 이후 몇 년 동안의 구두

굽 높이 변화를 분석하여 불경기시에는 여성들이 높

은 굽의 구두를 선호한다고 주장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 증명한 것으로 불 수

있다. 그러나 IBM팀의 정성적 분석은 경기상황과 구

두 굽 높이를 분석함에 있어 경기상황의 특정한 변

인을 설정하여 분석하기 보다는 일반적 경기 상황을

놓고 분석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Ahn(2015-a)과 van Baardwijk

& Franses(2012)이 헴라인과 실업률, 그리고 헴라인

과 경기후퇴기간의 연관성 연구에서 보고한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이다. 즉 위 두 연구는 헴라

인은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후퇴기가 길어지면 여

성 헴라인이 길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의 연구과제인 여성 구두 굽 높이와 경기후퇴기간,

그리고 여성 구두 굽 높이와 실업률의 상관관계 분

석 결과를 보면, 여성 구두 굽 높이는 실업률과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범위에서 연관성을 가지지만 경

기침체기간과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실업률의 여성 구두 굽 높이 변화에 대한 선행시

차 영향에 대한 결과를 보면 실업률이 여성 구두 굽

높이의 변화에 2년을 선행하여 거의 통계적으로 유

의한 범위(p<.1)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올 해의 실업률이 높으면 그 여파로 2년 후 여성

구두 굽의 높이가 길어지고, 반대로 경기가 회복이

되어 실업률이 낮아지면 2년 후 굽의 높이가 낮아진

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헴라인이 1년의 시

차를 두고 실업률변화에 영향을 받는(Ahn, 2015-a)

것에 비해 구두 굽 높이 변화는 실업률 변화에 덜

민감하여 2년의 시차를 두고 변화한다.

연구모델의 분석 결과만을 두고 판단하자면 실업

률은 구두 굽 높이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고 구두 굽

높이 변화에 2년 선행하여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후

퇴기는 여성 구두 굽 높이 변화와는 상관관계가 없

다. 일반적인 경제이론에 따르면, 실업률은 경기 순

환주기와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경기 순환주기 보다

약 1분기 늦게 반응한다(Stock & Watson, 1999). 그

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경기후퇴기간과 실업률이

구두 굽 높이와 연관성 부분에서 서로 상이하게 나

왔다. 따라서 여성 구두 굽의 변화가 경기 또는 경제

와 연관이 있다고 결론은 짓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경기 지표의 한 요소인 실업률은 여성 구두

굽 높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후퇴로 인한 실업률이 높아지

면 여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 높은 굽의 구두를 신는

현상을 생활사진화론에 입각하여 접근하였다. 여성들

은 하이힐을 신고 보행할 경우, 보행자의 보폭이 작

아지고 둔부의 회전이 커짐으로 인해 여성의 성적

매력을 표출한다(Morris, et al., 2013). 또 여성이 플

랫 슈즈를 신고 있을 때 보다 하이힐을 신고 있을 때

남성들이 그 여성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섹시하다고 생각한다(Guéguen, 2015). 즉,

여성의 하이힐은 남성의 반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하이힐이 여성의 매력과 여성성에 관련이 있다

(Guéguen, 2015; Morris, et al., 2013). 따라서 불경

기로 인하여 실업률이 늘고, 이런 외부적 환경의 변

화로 말미암아 여성들은 배우자 찾기 전략을 모색한

다. 여성들이 불경기 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남성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의상을 사용하듯(Barber, 1999;

Hill, et al., 2005),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소수의 남성

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구두 굽이 높

은 신발을 선호하며 감소되거나 한정된 자신의 재원

을 하이힐 구매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하게 되어

불경기시에 하이힐이 유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Ⅴ. 결론
경기와 여성 구두 굽 높이의 상관관계와 경기의

여성 구두 굽 높이 변화에 대한 시차적 영향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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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1950년에서 2014년 사이에 미국 Vogue 패

션 편집 란에 실린 총 1581개의 여성 구두사진 자료

와 미국 실업률, 그리고 경기후퇴기간을 자료로 사용

하여 연구모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거시경제 지

표 중의 한 요인인 실업률이 여성 구두 굽 높이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의에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

으며, 실업률은 여성 구두 굽 높이 변화에 2년 선행

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불경기로 인

하여 해당연도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2년 후에 여성

구두 굽 높이가 그 영향으로 높아지고, 경기가 저점

을 통과하여 호경기에 들어설 경우 2년 후 굽 높이

가 낮아진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IBM 미디어 팀

이 경제와 힐의 관계를 블로그 분석을 정성적 방법

을 사용해 상관성을 분석한 이래 패션 잡지에 실린

여성구두의 실물 사진을 분석하여 실업률과의 상관

관계와 그 시차적 영향을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써 패션이론 정립에 일조한다고 사료

된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불확실성하에서 유행예측

을 통해 디자인을 해야 하는 여성신발업계가 본 연

구 결과를 참조한다면 다가오는 시즌 상품의 기획을

할 때 보다 과학적으로 구두 굽 높이 예측을 할 수

있어 예측실수로 야기될 수 있는 수익손실 위험성을

줄일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학문 그리고 실무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여측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

다. 첫째, 경기 순환 주기 상에서 경기후퇴기와 실업

률은 서로 연관이 있고 실업률이 경기후퇴기보다 1

분기 늦게 반응하는데(Stock & Watson, 1999),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구두 굽 높이 변화가 실업률과

는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경기후퇴기간과는 상관관계

를 찾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시 된다고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가 사용한 이태리 방식의 구두 굽 높이 측정

방식이 아닌 힐의 높이를 힐이 구두 본체와 붙어있

는 뒤꿈치 중심에서 천피 까지 측정하는 방식을 사

용하여, 산출된 굽의 높이가 실업률과 상관관계가 있

는지, 그리고 실업률이 구두 굽 높이 변화에 2년 선

행하여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결과를 공고히 한다면 하이힐 이론(high

hee theory)이 보다 타당성을 보유한 패션이론으로

기틀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셋째, 구두 굽

높이의 자료의 원천으로 사용한 Vogue의 구독자가

패션 리더그룹인지 다수의 대중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읽는 잡지를 활용하는 분석을 하면 하이

힐 이론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룹간의

차이 또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어 패션이론과 실무

에 한층 진일보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1950년에서 2014년까지의

펌프스타일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1950년~1960

년대는 현재의 합성소재의 운동화 등이 없었던 시기

이고, 1990년대 이후 라이프스타일 등이 다양화 되고

1950~1980년대처럼 일원적으로 대중적인 수용의 ‘유

행’ 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의 다양한 subculture의 확

산으로 하위문화별 선택을 함으로써(Lee & Rhee,

2010) 이전에 비해 보다 다양한 스타일과 굽 높이들

이 공존하고(Ahn, 2015-b; Cholachatpinyo, Fletcher,

Padgett, & Crocker, 2002; Kaiser, Nagasawa, &

Hutton, 1995), 시기적인 차이가 커서 본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한계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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