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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자연계에서 두 발로 걷는 유일한 존재로, 발은 사람의 표정과 마찬가지로 상황, 사 

람, 감정 등에 반응하여, 분위기나 느낌을 무의식적이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우아하고 품 

위있는 걸음걸이는 성적 매력과 에로틱한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핵심이 되며, 이것은 특히 

여성에게 적용된다. 인간뿐 아니라 다른 많은 동물들에게서도 걸음걸이는 구애나 짝짓기를 

하는 기간동안 과장된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데, 이는 성적인 신호뿐 아니라 성적 흥분 그 자 

체에도 기여한다.

정상적인 발은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건강한 발을 의미하며, 발은 사람과 대지를 연결 

시키는 연결 고리로 대지-발-뇌 사이의 파동 전달기관이다. 고대에서는 발이 대지와 접촉하는 

것에서 연상하여 여성의 발을 다산과 연결시켜, 여성의 발과 발의 노출을 성적 상징화하였으 

며, 성기의 노출보다 발의 노출을 더 수치스러워 하는가 하면, 이성의 시선을 끌기 위하여 다 

른 신체 부위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장식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이성의 발을 

벗긴다는 것은 성적 행위로 성적 소유의 표식이 되어 양말이나 신발이 결혼의 상징이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여성의 발도 이와 같은 수치 

심 또는 예절의 한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여성의 발의 은폐와 장식은 예의범절과 성적 

매력이라는 상반된 목적을 반영하고 있음을 항상 지각하여야 한다. 이는 발키스의 두 가지 

의미에서 잘 드러나는데, 하나는 겸손과 복종을 표시하는 전통적인 행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노골적인 성적 쾌락의 표현으로 발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해방의 힘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발은 성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고, 성적 매력을 발산하며, 발언어(podolinguistics) 

라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감정, 태도, 욕망을 성적으로 전달한다. 그 단적인 예로, 어린 아이 

가 본능적으로 발가락을 빠는 습관은 엄지손가락을 빠는 것과 같은 성심리적 동기에서 비롯 

되는데, 이는 어린 아이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인식하거나 표현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에로틱한 파동과 성감대는 팔다리, 엉덩이, 가슴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 생성되 

며, 특히 여성의 경우 특정한 스타일의 신발을 신음으로써 그 강도는 더욱 강해진다. 의복이 

신체를 가리거나 보호하기 위한 기능뿐 아니라 신체에 더욱 강렬한 성적 매력을 부여하기 위 

한 것처럼 발과 신발과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대에 

-130 -



속에서 발은 끊임없는 신체 변형의 대상이 되어왔다.

모든 신체의 변형은 하나의 패션이며, 패션은 환상 또는 현실에서의 신체 변형을 동반하는 

데, 하나의 예술형태인 구두 스타일이나 패션은 인체 중 특히 발을 변형시켜 새로운 미적 형 

태를 제시하였으며, 발은 끊임없이 도색적인 구두 패션의 흐름을 주도해 왔다. 구두는 수세기 

에 걸쳐 성적 홍분과 섹스 어필을 위해 디자인되고 착용되어 왔으며, 에로틱한 발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발을 한 층 더 관능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디자인되고 있 

다.

이것은 패션, 허영과 관련된 신발 그리고 발을 변형시켜 성적 매력을 한층 더 고취시키고자 

했던 인간의 욕망이 그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난 수세기 동안 작은 발은 여성스러움의 상징, 

사회적 또는 귀족적 신분의 상징으로 간주되어 여성들은 작은 구두에 발을 맞춰 넣으려고 애 

를 썼고, 이는 하이힐, 뾰족구두, 기타 여러 구두 스타일을 유행시켰다. 중국 전족의 잔인한 

과정을 매도하지만, 이러한 관습이 유럽과 미국의 여성들 사이에서 린넨으로 자신의 발을 묶 

는 것으로 유행했듯이,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오랫동안 각종 발 변 

형에 자발적으로 굴복해온 것이다.

이와 같이 신발이나 기타 장식물로 발을 치장해 성적 매력을 높이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 욕망으로, 이는 발이 성적 특성을 지녔음을 잘 나타내 준다. 이 시대의 모든 인류 중 

특히 여성은 성적 매력을 높이기 위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든 성적인 신호를 보내기 위 

해 구두를 신었으며, 특정한 성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특정한 스타일의 구두를 선택하고 

착용한다. 이러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가장 알려지지 않은, 무의식적인 언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표현력이 풍부한 내면의 목소리인 발언어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적극적이거 

나 공격적 또는 부정적이거나 수동적일 수도 있는, 성적 흥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신의 

성심리, 또는 남들이게 전달하고자 하는 성심리적 태도를 직 •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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