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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ore� consumers’� perception� regarding� “one-mile� wear”� and�

“home� wear”� fashion,� an� emerging� trend�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COVID-19)� pandemic,� and� to� identify� the� changes� in� consumers’� perception� of�

this� style�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set� as�

one� year� before� and� after� the� outbreak� as� of� January� 1,� 2020,� and� blog� posts�

with� keywords� “one-mile� wear”� and� “home� wear”� were� collected.� Further,�

textual� data� � crawled� and� refined� using� Python� 3.7� libraries,� and� centralities�

were� measured� and� visualized� through� NodeXL� 1.0.1� and� Ucinet� 6.�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consumers’� perception� regarding� one-mile� wear� fashion� was�

divided� into� the� following� eight� categories:� wearing� situation,� expected�

attribute,� style,� item,� color,� textile,� shape,� and� target� wearer.� Second,� before�

the� pandemic,� home� wear� was� recognized� as� pajamas� or� indoor� wear;� after�

the� pandemic,� home� wear� was� recognized� as� one-mile� wear,� outdoor� wear,�

and� daily� wear.� Moreover,� keywords,� such� as� “telecommuting”,� “social�

distancing”,� “untact”,� and� “upper� body”,� appeared� after� the� pandemic.� It� was�

confirmed� that� consumers’� perception� of� home� wear� was� affected� by� the�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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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감

염병 최고 경고 등급인 팬데믹으로 선포했다(Ducharme, 

2020).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비말을 통해 호흡기

나 점막을 통해 전염되며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

하게 권고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재택근

무나 원격 강의와 같은 비대면 형태의 활동들이 뉴노멀

(New Normal) 라이프 스타일로 등장하게 되었다. 과거보다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나게 된 사람들은 패션에서도 편

안하면서도 가벼운 형태의 외출복을 찾게 되었다(Lee, 

2020).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마일 거리용 의류라는 뜻의 ‘원마

일웨어(One-mile wear)’가 주요 트렌드로 출현했다. 원마일

웨어는 집 근처에 가볍게 외출을 하거나, 산책 또는 운동을 

나갈 때 입기 좋은 옷차림을 의미하며, 격식을 갖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옷의 컬러와 디자인은 심플하며 편안함과 활동

성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Kim, 2020). 과거 코로나19 발

생 이전, 이미 라운지웨어나 홈웨어가 현재의 원마일웨어와 

유사한 개념으로 등장했는데(Kim & Jeon, 2012), 주5일제 

근무가 도입된 시기에 경제적 부담이 적은 집 안 활동, 또

는 집 근처 공원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실내

복과 겸할 수 있는 외출복이 요구되면서 등장했다. 이는 ‘라

운지웨어’(Kim & Jeon, 2012), 이 외에도 일상생활과 여가

를 동시에 즐기는 ‘애슬레저룩’(Ju, Lee, & Lee, 2018), 잠

옷인 듯 잠옷 아닌 옷을 의미하는 ‘안티라운지웨어’(Yoo, 

2020), 집안에 콕 박혀있을 때 입는다는 ‘집콕웨어’(Lee, 

2021)등으로도 표현된다. 의미상 차이가 존재하나, 모두 집 

안에서는 홈웨어로, 집 밖에서는 외출복으로 착용할 수 있는 

편안하고 실용적인 실내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여러 학문분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들의 인식 및 

행동 양식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Jo, Shin, & Kim, 

2021; Park & Lee, 2021). 의류학 분야에서는 Choi and 

Lee(2020a)의 코로나19 이후 패션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연구, Koh and Lee(2020)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

속가능 패션 소비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 연구가 진행되

었다. 두 선행연구 모두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이루어진 연

구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패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으로 인해 소비자

들의 생활패턴이 변화하고, 고착화된 만큼 패션에서도 변화

한 소비자 경향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비자들의 쇼핑 습관

이 이전보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Sheth, 

2020), 원마일웨어 패션은 패션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이윤창

출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동제한으로 인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호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원마일웨어 패션 트렌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유사한 실내복의 범

주로서 홈웨어에 대한 코로나19 발생 전후 소비자 인식 변

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네트워크 분석과 구조적 등위

성 분석을 통해 원마일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알아보고, 

착용 상황, 기대 속성 등을 비롯한 인식의 구성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코로나19 발생 전후를 

기점으로 홈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

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면 라이프 스타일의 확산으로 인해 

실내복과 외출복이 모호해지는 시의적 상황을 분석하고, 코

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배경

1.�원마일웨어와�홈웨어의�개념�및�특성

실내복은 집에서 입는 평상복으로, 보온을 목적으로 하는 내

의나 잠옷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형태나 컬러 

없이 개인의 상황이나 개성을 반영하는 모든 의류를 뜻한다

(Chung, Jang, & Moon, 2010). 인체와 직접 접촉하고 착

용시간도 길다는 특성이 있어 디자인, 소재, 활동성 등이 특

히 중요하게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다(Chung, 2009). 실내복

을 지칭하는 용어는 ‘홈웨어’, ‘이지웨어’, ‘라운지웨어’, ‘코

지룩’ 등 그 종류가 다양하며,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이동

이 제한되면서 ‘원마일웨어’나 ‘집콕룩’의 개념으로 주로 사

용되고 있다(Jeong, 2021). 홈웨어(Home wear)란 단어의 

의미 그대로 집 안에서 입는 실내복을 의미한다. Hui and 

Shi(2017)의 연구에서는 집 안이라는 장소에 초점을 맞추어 

홈웨어를 해석했는데, 홈웨어란 특정한 환경을 수반하며, 가

족 간의 정서적 소통, 가족 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며 따

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의복이라고 정의했다. 현재의 의

류 시장의 절반 이상이 다기능, 다목적의 실내복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홈웨어는 우아하거나 스포티한 스타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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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잠옷, 속옷이 포함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Hui & Shi, 

2017). 

  원마일웨어(One-mile wear)란 1마일 거리용 의류라는 뜻

으로, 집 근처 1마일 반경 안의 지역으로 가볍게 외출할 때, 

또는 산책이나 운동을 나갈 때 입기 좋은 옷차림을 의미한

다(Kim, 2020). 2000년 초반부터 이미 출현한 개념이나

(Yoon, 2002), 코로나19 발발 이후,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에서 입을 수 있는 편안한 패션 아이템들이 

인기를 끌게 되면서 다시 등장한 용어이다. 격식을 갖출 필

요가 없기 때문에 옷의 컬러와 디자인은 심플한 특성을 가

지며, 편안함과 활동성이 강조된다는 특성이 있다(Seo, 

2020).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원마일웨어’라는 용어보다는 

호텔이나 공항의 라운지처럼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서 입는 

옷을 뜻하는 라운지웨어 또는 홈웨어로 주로 사용되어왔다

(Kim & Jeon, 2012). 

  라운지웨어(Lounge wear)는 2001년 초반에 실용적인 패

션으로서 신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치하게 되면서 인기

를 끌기 시작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스테이케이셔

너(Staycationer)들이 집 안에서 편안하게 입는 옷을 찾게 

되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Kim & Jeon, 2012). 

Kim(2016)의 연구에서도 라운지웨어의 본격적인 출현 배경

에 대해, 주 5일제 근무의 확대로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서 

경기 침체와 고유가로 인해 집, 근처 공원, 박물관 등에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스테이케이션(stay, vacation) 현상을 그 

원인으로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라운지웨어란 실내 활동과 

가벼운 운동, 근거리 산책 등 공공장소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Table� 1.� Sentiment�Word� for� One-Mile�Wear,� Home�Wear,� and� Lounge�Wear

One-Mile�Wear Home�Wear Lounge�Wear

Rank Sentiment Keyword Sentiment Keyword Sentiment Keyword

1 Positive Comfortable Positive Cute Positive Pretty

2 Positive Enjoy Positive Good Neutral Various

3 Positive Steady Neutral Practical Positive Good

4 Positive Good Positive Adorable Positive Soft

5 Neutral Reduce Positive Lovely Positive Beautiful

6 Neutral New Positive Adorable Positive Comfortable

7 Positive Prefer Neutral Stereoscopic Positive Wonderful

8 Positive Cozy Positive Nice Neutral Great

9 Positive Available Positive Comfortable Positive Cozy

10 Positive Pretty Positive Pretty Positive Pleasant

*This� data� is� for� November� and� December� 2020

의상이며, 아웃웨어와 이너웨어의 연결고리의 복종이라고 정

의할 수 있다(Kim & Jeon, 2012). 

  원마일웨어와 라운지웨어는 실내복 겸 근거리 외출복이라

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라운지웨어가 잠옷과 원마

일웨어의 중간 개념으로서 원마일웨어가 편안한 의류와 외

출용 의류라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 라운지웨어는 수면복

의 목적을 가지고 라운지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편안하게 앉

아 차를 마시기 적합한 옷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Min, 

2020).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야외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집이 곧 사무실과 교실의 역

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개념의 의미는 모호해

졌다. 홈웨어 또한 본래 집 안이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착용

하는 의복이라는 의미가 강조된 개념이었으나(Hui & Shi, 

2017),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업무, 회의 등 공적 업무가 

집에서 진행되면서 집의 공간적 의미가 변화했고, 이에 따라 

홈웨어에 대한 전제도 변화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원마일웨어, 라운지웨어, 홈웨어와 같은 유사 용

어들의 구분이 어려우며, 이는 기존에 존재하던 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Park & Kan, 

2020)이라고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어 정의를 위해, 온라인 소셜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썸트렌드(Sometrend, http://some.co.kr)를 통

해 원마일웨어와 유사 키워드(홈웨어, 라운지웨어)들의 감성 

연관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서 모두 ‘편안한’과 ‘예쁜’이 

소비자들에게 공통 속성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마일웨어와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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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 모두 편안함과 실용성을 겸비한 동시에, 심미성을 고려

한 패션으로 보고자 한다. 

2.� 코로나19�이후�패션�컬렉션에서�나타난�트렌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배경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실

제 패션 트렌드에서도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를 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1년 봄 시즌의 레디투웨

어(Ready-To-Wear) 컬렉션에서 적용된 사례를 분석했으

며, 보그 컬렉션(https://www.vogue.com/fashion-shows)에 

나타난 이미지 자료를 사용했다. 이 외에도 패션 에디터의 

평가, 패션 전문가의 분석 영상 내용을 참고 자료로 사용했

으며(Happer's Bazaar Fashion, 2021; Kim, 2021), 의류학 

전공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 3인의 동료 평가를 거쳐 분석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

후 2021 봄 컬렉션에서 나타난 특징들로 자연을 통한 힐링, 

집과 휴식에 대한 편안함, 파스텔 톤의 따뜻한 컬러와 편안

한 모노톤의 조합, 몸도 마음도 편안한 여유로운 핏, 포근한 

니트웨어,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아이템, 스포츠웨어와의 믹

스 앤 매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외부의 위험과 대조적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이미지

의 런웨이를 연출한 사례가 있다. 마이클 코어스(Michael 

Kors) 컬렉션에서는 나무와 풀을 사용하여 숲 속 런웨이를 

연출했으며,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그린과 같이 깨끗하고 

Figure� 1.�
Jacquemus�
Spring� 2021�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2.�
Jacquemus�
Spring� 2021�

Ready-to-Wear� 2
(www.vogue.com)

Figure� 3.�
Anna� Sui�
Spring� 2021�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4.�
Acne� Studio�
Spring� 2021�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5.�
Prada�

Spring� 2021�
Ready-to-Wear

(www.vogue.com)

Figure� 6.�
Dolce� &� Gabbana�
Spring� 2021�
Ready-to-Wear

(www.vogue.com)

자연적인 컬러의 의상과 배경의 조화를 통해 휴식과 편안함

의 이미지를 표현했다(Figure 1). 특히, 의상에서도 니트, 슬

립 원피스, 와이드 팬츠에 포멀한 자켓을 매치하여 편안하면

서도 정돈된 스타일을 연출했다. 자끄뮈스(Jacquemus) 컬렉

션에서도 끝없이 펼쳐진 갈대숲을 런웨이의 배경으로 사용

했다. 의상 또한 면이나 린넨과 같은 소재를 사용했으며, 파

스텔 톤의 옐로, 블루, 그린 컬러와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블랙과 같은 컬러를 사용하여 자연적인 느낌을 표현했다. 특

징적으로, 셔츠에 의자 모양의 자수를 더해 코로나19 상황 

속에 휴식의 메시지를 더하기도 했다(Figure 2). 안나 수이

(Anna Sui) 컬렉션에서는 파스텔 톤의 집을 런웨이 배경으

로 연출했다. 파스텔 톤과 무채색을 사용하여 편안한 느낌을 

부여했으며, 품이 넉넉한 상하의, 양말 위에 샌들, 푹 눌러

쓴 버킷햇을 통해 가벼운 외출복 느낌을 표현했다(Figure 

3). 

  자연친화적 배경이나 집 배경이 아니더라도, 여러 패션 

디자이너들이 2021 봄 컬렉션에서 포근한 파스텔 톤의 컬러

와 깔끔한 무채색의 조합, 넉넉한 핏의 편안한 캐주얼웨어를 

중점적으로 선보였다. 아크네 스튜디오(Acne Studios)의 컬

렉션에서도 화이트, 라이트 베이지, 옐로 컬러의 의상에 니

트나 린넨 소재를 사용하여 포근한 느낌을 연출했으며, 오버

사이즈 니트, 샌들, 캔버스 빅백을 사용하여 캐주얼하고 편

안한 느낌을 표현했다(Figure 4). 스웻 셔츠와 후드 티셔츠 

아이템의 패셔너블한 변형 또한 여러 패션 하우스의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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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컬렉션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프라다(Prada) 컬렉션

에서는 빅 사이즈의 스웻 셔츠, 레터링이 가미된 후드 니트

로 편안한 캐주얼웨어를 선보였다(Figure 5). 돌체 앤 가바

나(Dolce & Gabbana) 컬렉션에서는 다른 사례들과 다르게 

화려한 패턴과 채도가 높은 컬러들을 사용했으나, 나일론 소

재의 아노락 점퍼, 레깅스, 오버사이즈 크롭 후드 티셔츠 등

의 아이템을 사용하여 캐주얼하고 편안한 스포츠웨어를 표

현했다(Figure 6).

3.� 코로나19�팬데믹과�소비자�연구�고찰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출처에서 추출한 

정보를 결합하여, 소비자의 일상적인 습관과 선호도를 보다 

통찰력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Matz & Netzer, 

2017). 온라인 공간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소비자 데이

터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 제품에 대한 의견, 잠재적인 

구매 의사까지 다양한 소비자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최근 의류학 분야에서도 소비자들의 패션 선

호를 분석하거나(An & Park, 2020), 패션 트렌드에 대한 

소비자 인식 구조 분석(Choi & Lee, 2020b), 특정 패션제

품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 분석(Lee & Jung, 2020) 등에 이

를 응용하고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서도 소비자 반응 및 여론을 알아보는

데 소셜 빅데이터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Meyer, Walter, 

& Seuring, 2021; Kwon, 2020). Park and Lee(2021)의 연

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되었던 2020년 2월 

23일을 기점으로 ‘코로나’와 ‘가족’ 또는 ‘가정’이 함께 언급

된 소비자 게시글을 분석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가 가족

의 일상생활에 전방위적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식생활, 주

거생활, 여가생활, 종교생활, 자녀돌봄, 자녀교육, 가족관계, 

가족의례 등에서 변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Choi and Lee(2020a)는 코로나19 상황 속 패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분석했는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스크, 신발, 홈웨어 품목에 대한 관심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가 발생한 

첫 시기인 2020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소비자 빅데

이터를 통해, 홈웨어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잠옷으로서의 기

능이 주요 인식으로 나타난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운동

복, 일상복, 외출복과 같이 다양한 상황이 주요 인식으로 나

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원마일웨어 

또는 홈웨어를 연구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고, 분석 기간을 

이전의 선행연구보다 확장하고자 한다. 

  Koh and Lee(2020)의 연구에서도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

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지속가능 패션 소비에 대한 소

비자 인식 변화를 분석했다. 코로나19의 국내 첫 확진자 발

생일인 2020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2

년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7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소비자 빅

데이터를 수집했고, 결과적으로, 빈도 분석과 군집화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 패션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방식으로 

선호되며, 디지털 환경 속에서 플랫폼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III.� 연구방법

1.�자료수집�및�키워드�선정

코로나19의 발표는 2019년 12월 31일로 발표되었는데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선행연구마다 수집기

간의 설정에 차이가 있었다. Choi and Lee(2020a)의 연구

에서는 중국에서 첫 발표된 시점인 2019년 12월 31일을 기

점으로 약 5개월을 분석했으며, Koh and Lee(2020)의 연구

에서는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표된 2020년 1월 20일을 

기준으로 7개월을 분석 기간으로 설정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코로나19의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19 전과 후의 데이터양이 고르지 않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은 코로나19가 진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2020년 1월 1일을 코로나 발생 시점으로 설정

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 기간으로, 2019년 1월 1

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를 코로나 발생 이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코로나 발생 이후로 

설정했다. 

  한편, 네이버 데이터랩(datalab.naver.com)을 통해 검색어 

트렌드를 비교한 결과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20년

도 상반기부터 원마일웨어 관련 키워드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7). 관련 키워드 중에서는 

‘홈웨어’가 실제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용어로 나타났고, ‘라

운지웨어’와 ‘원마일웨어’는 보다 더 적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마일웨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시점

인 2020년 3월에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에 

‘원마일웨어’ 키워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코로나19 전후 소비자 인식 분석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홈웨어’ 키워드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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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rend� of� Search� Keyword� after� the� COVID-19� Outbreak

*Note:�

1)� The� pink� line� means� home� wear,� the� purple� line� means� lounge� wear,� and� the� green� line� means� one� mile� wear.� The�

period� is� from� November� 1,� 2019� to� December� 31,� 2020.�

2)� The� left� graph� represents� the� relative� amount� of� search� across� multiple� keywords,� and� the� right� graph� represents� the�

absolute� amount� of� keyword� search� for� individual� keyword.

  

블로그와 카페는 소비자 기반의 게시글이 밀집되어 있는 채

널로, 소비자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이

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수의 연구에서 소비자들의 여론이나 

특정 토픽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는데 블로그와 카페의 게시

글을 사용하고 있다(Choi & Lee, 2020c; Park & Lee,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국내 포털사이트

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의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를 

수집 채널로 선정하고, 각각 원마일웨어 5,437건, 홈웨어

(2019) 5,059건, 홈웨어(2020) 6,478건의 게시글을 수집했

다.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이후에 홈웨어를 키워드로 포

함하고 있는 소비자 게시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홈웨어

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보다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자료�분석

소셜 데이터의 웹 크롤링과 형태소 분석에는 Python 3.7 프

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Selenium, KoNLPy)를 사

용했으며, 중심성 측정과 시각화에는 Ucinet 6와 NodeXL 

1.0.1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형태소 분석 단계에서는 유사한 

단어들은 통합하고, 분석에 불필요한 단어들은 소거하는 과

정을 거쳤다. 그 예로, ‘트레이닝복’과 ‘츄리닝’은 ‘트레이닝 

수트(Training suit)’로 통합하고, ‘맨투맨’, ‘스웨트 셔츠’는 

‘스웻 셔츠(Sweat shirts)’로 통합했다. ‘은’, ‘는’, ‘이’, ‘가’와

같은 조사와 ‘오늘’, ‘제품’과 같이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

지 못하는 텍스트들도 제거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은 비정형의 텍스트 데이터 자료를 가공하여 구조

화된 형태의 정보로 추출하고(Kim & Lee, 2019), 단어의 

빈도나 발현관계, 중심성 등의 항목을 토대로 맥락을 해석하

는 분석 방법이다. 중심성(Centrality)은 내트워크 내에서 행

위자(노드)가 차지하는 중심적 위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Fr

eeman, 1978), 본 연구에서는 NodeXL 1.0.1에서 제공하는 

중심성 척도인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아이겐

벡터중심성을 측정했다. 구조적 등위성 분석 방법인 CONC

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는 각 액터 쌍의 

상관계수를 토대로, 관계적 유사성을 측정하는 분석 기법이

다(Kwahk, 2014). 본 연구에서는 Ucinet 6 프로그램의 [Ro

les & Positions] 기능을 사용하여 소비자 인식에서 구조적

으로 동질성을 가지는 키워드들을 분석했다. 

IV.�연구결과

1.�원마일웨어에�대한�전반적인�소비자�인식

본 연구에서는 ‘원마일웨어’를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출현 빈도 기준 상위 100개의 키워드를 분석에 사용했다. 

문서군 내에서 주요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서 얼마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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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를 표현할 수 있는 Tf-idf(Term Frequency-Inver

se Document Frequency)를 함께 측정하여 단순 빈도에 의

한 해석을 보완했다(Yahav, Shehory, & Schwartz, 2018). 

네트워크의 전체 연결 수(Total edges)는 6,752개, 평균 측

지 거리(Average geodesic distance)는 1.304, 그래프 밀도

(Graph density)는 0.682이다. 

  Table 2는 원마일웨어에 대한 소비자 게시글에서 추출한 

주요 소비자 인식 키워드를 나타낸 것이다. 출현 빈도가 높

게 나타난 키워드의 대부분이 Tf-idf 또한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상위 키워드일수록 많이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인식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8은 Table 2에서 나타난 주요 키워드들을 대상으

로 원마일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네트워크로 표현한 것

이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홈웨어, 집콕, 편안한, 코로나19와 

같은 핵심어들이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

본적으로 원마일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코로나19 상황

에서 집 안에 있을 때 착용하는 편안한 홈웨어라는 것을 파

악할 수 있었다. 

  Figure 9는 Table 2의 주요 키워드들을 대상으로 네트워

크의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덴드로그램 상 7개

의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나, 유의미한 주요 군집으로는 5개

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첫 번째 군집에는 핏, 소재, 아이템, 

형태가, 두 번째 군집에는 색상, 아이템, 착용자가, 세 번째 

군집에는 상황, 구매 고려 요인, 기대 속성이, 네 번째 군집

에는 브랜드와 아이템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군집에는 스

타일과 상황을 반영하는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착용 상황, 기대 및 지각된 속성, 스타일, 아이

템, 컬러, 소재, 형태, 착용자와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

다. Table 2에 나타난 키워드를 항목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황적 속성

원마일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서 빈도와 Tf-idf에서 모

두 최상위를 기록한 단어는 집콕(1729.94)으로 나타났다. 코

로나19(1317.27)와 이에 따른 직접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재

택근무(837.10), 사회적 거리두기(648.21), 뉴노멀(260.66), 

언택트(255.35)가 주요 키워드로 출현함에 따라, 원마일웨어

가 코로나19와 이로 인해 변화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는 패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황적 속성으로, 근처

(1259.46), 일상(1243.98), 외출(1132.01), 쇼핑(454.97), 온

라인(431.18), 집(429.06), 동네(382.76), 슈퍼마켓(366.92)과 

같은 키워드가 나타남에 따라, 원마일웨어가 집 근처의 외출

이나 슈퍼마켓 쇼핑, 집 안에서의 온라인 활동과 같은 상황

에서 착용된다는 의미론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운동(579.43), 요가(295.71), 산책(263.73)과 같

은 키워드를 통해, 산책이나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요가를 

중심으로 하는 가벼운 운동 상황에서 착용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야외(690.36)보다 실내(801.04) 키워드

의 빈도와 Tf-idf가 더 높게 나타나, 야외보다는 실내 활동 

시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었다. 

2) 기대 및 지각된 속성

소비자가 원마일웨어 패션의 구매 시 고려하는 기대 속성 

또는 지각된 속성으로는 편안함(1526.29)이 가장 중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편안함은 또 다시 활동성(719.76), 가벼운(4

76.43), 착용감(424.13), 부드러운(393.53)과 같은 키워드와 

연결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마일웨어에서의 편안함이

란 활동적이고, 가벼우며, 부드러운 착용감을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경제적 속성과 관련한 키워드로서, 할

인(1532.20), 가격(856.56), 세일(522.73), 핫딜(323.37)이 상

위 키워드로 출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매 전 탐색 시 

할인이나 핫딜을 통한 가격 절감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유행(1499.11), 브랜드(1188.98), 활용도(1052.00), 

착용가능한(828.70), 핏(777.00), 컬러(733.53), 소재(670.2

4), 디자인(633.94), 사이즈(584.72), 명품(565.41), 한정판(4

26.11), 매치(421.17), 조화(392.22), 로고(374.28), 신상(32

4.88), 실용적인(324.61), 기능성(322.54) 순으로 원마일웨어 

구매 시 고려되는 주요 성능인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원마일웨어가 패션 트렌드로 인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구매 전 탐색 시 브랜드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패션 

아이템과의 매치를 통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

해 고민하는 것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측면임을 알 수 있었

다. 명품, 한정판, 로고와 같은 키워드가 네트워크에서 브랜

드와 연결을 가졌기 때문에, 브랜드에 대한 탐색 시 명품 

브랜드나 한정판에 대한 관심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3) 스타일 속성

원마일웨어와 유사한 용어로 사용되는 키워드로 알려진 홈

웨어(1546.06), 라운지웨어(1144.91), 애슬레저웨어(8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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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 키워드로 출현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의미론적으

로 유사한 개념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스타일

을 나타내는 키워드 중에서는 꾸안꾸(784.62)가 가장 높은 

빈도와 Tf-idf 값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꾸안꾸는 ‘꾸민 

듯 꾸미지 않은’이라는 뜻으로, ‘에포크리스 시크(Effortless 

Chic)’나 ‘미니멀리즘 패션(Minimalism fashion)' 또는 ‘놈코

어(Normcore)’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Jeong, 2019). 의

도적으로 꾸민 특별함을 거부하는 이러한 경향은 현재 국내

에서 ‘꾸안꾸’라는 용어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원마

일웨어에서 나타난 가장 주요한 감성은 꾸민 듯 꾸미지 않

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캐

주얼(736.72), 스포츠웨어(735.00), 믹스 앤 매치(441.16) 스

타일로 볼 수 있었다. 믹스 앤매 치는 구매 시 기대 속성으

로 나타난 활용도, 매치, 조화, 착용가능하고 실용적인 속성

과 연관이 있는 스타일로 볼 수 있었다. 

4) 패션 아이템, 컬러 및 소재

원마일웨어의 주요 패션 아이템으로, 파자마(1243.11)가 가

장 높은 빈도와 Tf-idf를 가지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원마일웨어가 소비자 인식에서 홈웨어로서 인식되

는 경향이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

로, 주요 아이템 키워드로 상하의 세트(1399.95), 레깅스(12

22.19), 트레이닝복(1051.27), 스웻셔츠(996.28), 후드티셔츠

(782.28), 원피스(759.59), 조거팬츠(749.32), 티셔츠(726.8

9), 언더웨어(441.35), 양말(313.06), 브라탑(290.00)이 나타

났으며, 이들 키워드를 조합하면 캐주얼웨어 또는 운동복 스

타일로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발로는 뮬(881.49)과 

슬리퍼(430.69)와 같이 신고 벗기 편한 신발이 운동화(288.1

4)보다 높은 빈도와 Tf-idf를 가진 키워드로 나타나, 더 많

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컬러로는 블랙(386.16)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회색(30

8.06)도 블랙과 유사하게 원마일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컬러로 확인되었다. 핑크(284.39)가 

그 다음으로 고려되는 컬러로 나타났다. 기모(842.30), 니트

(819.43), 플리스(654.57), 캐시미어(678.64), 면(311.87), 폴

리에스터(244.76)와 같이 대부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재가 

소비자들에게 원마일웨어의 주요 소재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코로나19의 첫 발생시기가 겨울(2019년 12월 31일)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겨울 시즌의 소재들이 많이 출현한 것으

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5) 형태와 실루엣

슬림핏(371.43), 와이드핏(260.92), 오버사이즈(240.32), 빅사

이즈(237.11)와 같이 상반된 속성의 키워드가 원마일웨어에 

대한 주요 소비자 인식으로 함께 나타났다. 네트워크 내의 

연결을 확인한 결과, 슬림핏은 레깅스와 연결을 보였고, 와

이드핏은 하의인 조거팬츠와 연결을 보였다. 오버사이즈, 빅

사이즈는 스웻셔츠, 후드티셔츠, 원피스와 연결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운동복인 레깅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여유롭고 

넉넉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패

션 전문가들은 과거 20년 가까이 신체 라인을 드러내던 옷

들이 유행하다가 코로나를 변곡점으로 그 추세가 급격히 변

하고 있으며, 넓은 공간에서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몸을 편안하게 감싸는 넉넉한 의복을 통해 긴장감을 줄이고 

안정을 얻고자 하는 심리가 코로나를 계기로 확산하는 것이

라고 평가한 바 있다(An & Kim, 2020).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도 편안함을 찾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원마일

웨어의 형태와 맞아 떨어지면서 패션 트렌드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착용자

원마일웨어의 착용자와 관련하여 여성(1177.527)이 가장 높

은 키워드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여성복이 원마일웨어 패

션에서 가장 많이 탐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남성(632.33), 가족(626.07), 아이(436.01)가 출현

했다. 가족과 아이 키워드는 네트워크 내에서 선물(322.04)

과 연결을 보였는데, 이를 통해 가족이나 아이의 선물에 대

한 탐색이 원마일웨어에 대한 구매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커플룩(424.04)은 스타일로도 볼 수 있지

만, 착용의 대상이 커플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연

인들이 야외 보다는 실내에 머무르게 되면서, 집 데이트를 

위한 패션으로 커플 아이템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2.� 코로나19�전후의�홈웨어에�대한�소비자�인식�변화

‘원마일웨어’라는 키워드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점이 

코로나19 유행 이후이기 때문에, 유사한 의미로 나타난 키

워드 중에서 가장 높은 출현 빈도와 Tf-idf가 나타난 ‘홈웨

어’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코로나19 전후 소비자 인식

에서 나타난 출현 빈도 기준으로 상위 100개의 키워드를 도

출하고, Tf-idf,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아이

겐벡터중심성을 측정했다. 코로나19 전후에서 대부분의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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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드들이 연결중심성이 높을수록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아이겐벡터중심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10, 

Table� 2.� Major� Consumers'� Perception� of� One-Mile�Wear

No. Term Frequency Tf-idf No. Term Frequency Tf-idf
1 Stay� at� home 1,159� 1729.94� 51� Light 143� 476.43�

2 Comfortable 1,049� 1526.29� 52� Sale 143� 522.73�

3 Home� wear 914� 1546.06� 53� Ha**ys 135� 616.53�

4 Trend 869� 1499.11� 54� Chic� (Meot) 130� 458.49�

5 Covid-19 658� 1317.27� 55� Shopping 129� 454.97�

6 Discount 628� 1532.20� 56� Point 128� 449.25�

7 Styling 606� 1321.16� 57� Home� 124� 429.06�

8 Daily 594� 1243.98� 58� Sense� of� wearing 122� 424.13�

9 Set 569� 1399.95� 59� Slipper 120� 430.69�

10 Nearby 564� 1259.46� 60� Match 120� 421.17�

11 Going� out 540� 1132.01� 61� F**a 118� 458.55�

12 Brand 533� 1188.98� 62� Online 117� 431.18�

13 Women 506� 1177.57� 63� Kids 116� 436.01�

14 Lounge� wear 504� 1144.91� 64� Mix� and�match 116� 441.16�

15 Utilization 487� 1052.00� 65� Underwear 115� 441.35�

16 Leggings 478� 1222.19� 66� Edition 110� 426.11�

17 Pajamas 459� 1243.11� 67� Harmony 109� 392.22�

18 Training� suit 436� 1051.27� 68� Trendy 108� 389.62�

19 Sweat� shirts 373� 996.28� 69� Couple� look 107� 424.04�

20 Price 332� 856.56� 70� 8se***nds 105� 469.75�

21 Wearable 327� 828.70� 71� Soft 105� 393.53�

22 Indoor 304� 801.04� 72� Neighborhood� 103� 382.76�

23 Athleisure 301� 877.26� 73� Black 100� 386.16�

24 Fluffy 284� 842.70� 74� Logo 99� 374.28�

25 Telecommuting� 275� 837.10� 75� Supermarket 88� 366.92�

26 Knit 272� 819.43� 76� Uni**o 87� 364.19�

27 Nor****ce 272� 900.50� 77� Be***ole 86� 392.75�

28 Fit 270� 777.00� 78� Hot-deal 84� 323.37�

29 Hoodie 261� 782.28� 79� Functionality 83� 322.54�

30 Effortlessly� cool� 260� 784.62� 80� Practical 83� 324.61�

31 Casual 258� 736.72� 81� Ko**n 82� 337.97�

32 Sports� wear 257� 735.00� 82� New� products 80� 324.88�

33 Mule 255� 886.49� 83� Cotton 80� 311.87�

34 Activity 254� 719.76� 84� Slim� fit 80� 371.43�

35 One� piece� dress 253� 759.59� 85� Gift 76� 322.04�

36 T-shirts 251� 726.89� 86� Gray 73� 308.06�

37 Jogger� pants 244� 749.32� 87� Socks 71� 313.06�

38 Color 235� 733.53� 88� Ba**el 70� 354.31�

39 Textiles 227� 670.24� 89� Pink 69� 284.39�

40 Outdoor 226� 690.36� 90� Bra� top 69� 290.00�

41 Social� distancing 217� 648.21� 91� Yoga 68� 295.71�

42 Design 214� 633.94� 92� Sneakers 68� 288.14�

43 Fleece 201� 654.57� 93� Beauty 65� 276.58�

44 Men 191� 632.33� 94� Walk 63� 263.73�

45 Cashmere 191� 678.64� 95� New� normal 61� 260.66�

46 Exercise 179� 579.43� 96� Untact 61� 255.35�

47 Family 168� 626.07� 97� Wide 60� 260.92�

48 Size 167� 584.72� 98� Polyester 58� 244.76�

49 Luxury 153� 565.41� 99� Over� size 56� 240.32�

50 Stylish 152� 502.17� 100� Big� size 53� 237.11�

11). 이에 연결중심성을 분석이 기준이 되는 지표로 사용했

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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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nsumers'� Perception� Network� of� One-Mile�Wear

Figure� 9.� Group� by� Categorical� Analysis� using� CON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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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Degree� Centrality� (x� axis)� and� Other� Centralities� (y� axis)� of� Pre-COVID-19� Crisis�
(Left:� Betweenness,� Center:� Closeness,� Right:� Eigenvector)

Figure� 11.� Degree� Centrality� (x� axis)� and� Other� Centralities� (y� axis)� of� Post-� COVID-19� Crisis�
(Left:� Betweenness,� Center:� Closeness,� Right:� Eigenvector)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이후에서 모두 홈웨어에 대한 국내 

소비자 인식으로는 파자마(Pre:0.96, Post:0.93), 편안한(0.9

3, 0.98), 원피스(0.87, 0.84), 집(0.85, 0.95)과 같은 키워드

가 빈도와 Tf-idf 기준 최상위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네트워

크 내의 대부분의 키워드와 연결을 가지는 높은 영향력의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홈웨어는 코로나19 발생

과 상관없이 모두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잠옷 형태의 옷으로 

인식되고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집순이(homebody)라는 

키워드도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주요 소비자 인식에서 모두 

나타났는데, 코로나19 발생 전(0.42)에 비해 코로나19 발생 

이후(0.53)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결중심성이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홈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서 집

콕(0.86)을 비롯하여, 코로나19(0.77), 원마일웨어(0.65), 재

택근무(0.48), 사회적 거리두기(0.38), 언택트(0.36), 마스크

(0.32), 상반신(0.06)과 같은 키워드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

에 따라, 소비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홈웨어에 대해 인

식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징

적으로, 상반신 키워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언택트, 재택근무, 

배움 키워드와 연결을 보였는데, 이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화상 회의나 수업 시 대부분 상반신까지의 모습으로 

참여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착용 상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전 홈웨어는 수면

(0.56), 슬립웨어(0.46), 커플파자마(0.39), 수면바지(0.34)와 

같이 잘 때 입는 옷이라는 인식이 가장 크게 자리잡은 것으

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일상(0.72), 라운지웨어(0.49), 운

동(0.39), 산책(0.25), 문화공간(0.04)과 같은 상황적 키워드

가 출현했다. 실내(0.47)가 외출(0.44)보다 더 높은 연결중심

성을 가진 키워드로 나타났다. 이는 즉, 코로나19 발생 이전 

소비자들에게 홈웨어란 수면이나 실내 활동 시 착용하는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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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식이 중점적이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일상(0.88) 키워드의 연결

중심성이 이전보다 증가했는데, 이를 통해 이전보다 홈웨어

가 일상복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야외(0.85) 키워드가 높은 연결중심성을 

가진 키워드로 나타남에 따라, 홈웨어가 외출복으로서도 인

지되는 경향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 키워드로 

Table� 3.� Changes� in� Consumers'� Perception� of� Home�Wear�

Before� Covid-19� Outbreak After� Covid-19� Outbreak

No. Term Freqa Tf-idf Cd
b Term Freq Tf-idf Cd

1 Pajamas 1294 2075.21� 0.96� Pajamas 2103 3182.34� 0.93�
2 Comfortable 919 1501.70� 0.93� Comfortable 1498 2133.23� 0.98�
3 One� piece� dress 656 1382.11� 0.87� Home 1073 1875.60� 0.95�
4 Home 466 1021.11� 0.85� One� piece� dress 642 1602.87� 0.84�
5 Set 463 1106.95� 0.84� Sports� wear 613 1412.54� 0.88�
6 Textiles 458 1074.93� 0.87� Set 605 1526.21� 0.85�
7 Price 294 746.32� 0.76� Covid-19 544 1341.96� 0.77�
8 Sports� wear 270 807.30� 0.61� Textiles 523 1280.77� 0.90�
9 Brand 270 738.96� 0.77� Stay� at� home 518 1340.00� 0.86�
10 Pretty 251 707.93� 0.73� Pretty 465 1228.50� 0.84�
11 Pants 248 702.91� 0.77� Daily 385 1050.74� 0.88�
12 Sleep 221 734.19� 0.59� Outdoor 375 1009.38� 0.85�
13 Underwear 221 668.12� 0.57� Pants 370 1031.08� 0.83�
14 Exercise 186 555.13� 0.39� Brand 366 1055.84� 0.75�
15 Daily 184 568.00� 0.72� Daily� look 323 925.20� 0.88�
16 Color 181 553.40� 0.74� Utilization 298 872.23� 0.77�
17 Ni*e 163 590.06� 0.25� Color 289 858.59� 0.80�
18 Design 157 506.83� 0.76� Inner� wear 282 898.88� 0.63�
19 Coordination 157 505.75� 0.70� Price 279 827.84� 0.78�
20 Kids� line 152 525.92� 0.46� Style 275 849.77� 0.78�
21 Soft 149 484.12� 0.64� Functionality 252 829.15� 0.67�
22 New� products 145 504.25� 0.64� Ni*e 242 809.06� 0.33�
23 Utilization 137 459.35� 0.72� Trend 233 766.64� 0.67�
24 Lifestyle 131 494.41� 0.24� Light 229 734.24� 0.80�
25 Discount 128 456.99� 0.52� Design 216 698.79� 0.79�
26 Size 124 426.90� 0.62� Lounge� wear 209 724.06� 0.66�
27 Lounge� wear 112 413.74� 0.49� Black 201 706.46� 0.68�
28 Sleeveless� shirts 109 405.08� 0.55� Pocket 189 671.74� 0.45�
29 Point 106 376.40� 0.53� T-shirts 181 636.16� 0.77�
30 Couple 101 387.39� 0.58� Indoor 177 630.28� 0.61�
31 No-bra 100 394.23� 0.35� Size 170 600.82� 0.68�
32 Logo 97 352.13� 0.24� Learning 163 639.52� 0.29�
33 Shorts 95 364.37� 0.51� Cute 154 573.17� 0.70�
34 Light 94 347.24� 0.57� One-mile� wear 153 595.89� 0.65�
35 Black 93 350.99� 0.42� Coordination 152 563.33� 0.71�
36 Pink 93 359.09� 0.57� Discount 147 555.52� 0.53�
37 Going� out 92 345.06� 0.44� Couple 140 547.93� 0.53�
38 Pattern 92 352.87� 0.63� Basic 138 511.44� 0.73�
39 Socks 91 336.16� 0.34� Soft 130 483.84� 0.69�
40 Daily� look 90 342.94� 0.56� Easy� wear 129 495.31� 0.56�
41 Basic 88 337.52� 0.58� Telecommuting 124 472.84� 0.48�
42 Indoor 87 353.38� 0.47� Leggings 121 502.32� 0.58�
43 Edition 87 353.38� 0.25� Training� suit 115 467.99� 0.40�
44 Cute 85 330.43� 0.61� Activity 110 426.36� 0.63�
45 Room� shoes 82 311.45� 0.19� Check 109 453.84� 0.55�
46 Harmonized 79 304.01� 0.43� Micro� fiber 108 452.38� 0.51�
47 Uni**o 79 331.61� 0.48� Heating 107 479.42� 0.23�

나타난 날씨(0.35)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었다. 

재택근무(0.48), 홈파티(0.31), 학습(0.26), 요가(0.20)와 같은 

키워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실내 활동과 관련된 키워드

로 함께 나타났으며, 편의점(0.24), 근처(0.25)는 원마일웨어

의 원래 의미에 부합하는 키워드로서 나타났다. 코로나19 

전후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요 키워드는 Figure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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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a.� Frequency,� b.� Degree� centrality

Before� Covid-19� Outbreak After� Covid-19� Outbreak

No. Term Freqa Tf-idf Cdb Term Freq Tf-idf Cd

48 Blanket 76 294.44� 0.21� Kids� line 105 417.18� 0.57�
49 Character 76 314.98� 0.33� Homebody 104 428.01� 0.53�
50 Short� sleeve 75 298.91� 0.53� Pattern 101 412.16� 0.57�
51 Kids� � � 74 301.76� 0.48� Stretch 99 393.34� 0.48�
52 Micro� fiber 74 319.17� 0.38� Outer 99 415.94� 0.40�
53 Off-line 73 285.76� 0.10� B*C 99 397.47� 0.33�
54 Sleepwear 70 296.43� 0.46� Hoodie 98 411.74� 0.53�
55 Gray 68 283.01� 0.46� Husband 97 391.53� 0.34�
56 Practicality 66 265.01� 0.23� Atheleisure 91 371.35� 0.34�
57 Cultural� space 66 265.01� 0.04� Gray 89 377.42� 0.56�
58 Two� piece 64 278.71� 0.43� Sweat� shirts 86 368.21� 0.60�
59 Easy� waer 62 268.69� 0.46� Knit 84 379.27� 0.61�
60 Styling 61 251.77� 0.42� Pink 84 364.45� 0.52�
61 SPA 61 259.48� 0.18� Sense� of� wear 80 336.11� 0.63�
62 Vlog 60 258.79� 0.28� S*W 79 358.09� 0.25�
63 Free� size 60 256.39� 0.48� Health 79 330.91� 0.26�
64 Haul 60 256.39� 0.34� Sleeveless� shirts 76 324.34� 0.25�
65 Leggings 59 255.69� 0.38� Logo 73 313.57� 0.26�
66 Fit 58 240.38� 0.47� Banding 73 320.01� 0.46�
67 Homebody 58 246.71� 0.42� Online 72 309.27� 0.38�
68 Innerwear 58 257.74� 0.34� Convenient� store 70 301.68� 0.24�
69 Ja*u 58 255.10� 0.15� Cooking 67 291.68� 0.12�
70 Knit 57 251.98� 0.47� Free� size 67 316.88� 0.47�
71 Business 57 237.23� 0.12� Zipper 65 284.94� 0.11�
72 Lingerie 57 253.29� 0.26� Maternity� dress 61 287.19� 0.52�
73 Gift 57 250.70� 0.44� Social� distancing 61 272.29� 0.38�
74 Sister 56 242.69� 0.28� White 59 277.77� 0.40�
75 Mom 55 243.14� 0.34� Bare� face 58 279.59� 0.13�
76 Sense� of� wear 55 230.87� 0.43� Luxury 56 268.63� 0.40�
77 Lovely 53 231.94� 0.41� Weather 54 253.09� 0.35�
78 Walk 53 225.45� 0.25� Quality 54 249.82� 0.43�
79 Couple� pajamas 52 233.55� 0.39� Cotton 53 251.83� 0.47�
80 Casual 52 223.23� 0.38� Navy 53 253.02� 0.54�
81 Luxury 51 218.94� 0.54� Face� mask 52 261.65� 0.32�
82 Charm 50 216.69� 0.41� Cost-effectiveness 52 240.57� 0.41�
83 Cardigan 50 223.36� 0.39� Jogger� pants 52 251.92� 0.43�
84 Designer 49 215.52� 0.21� Effortlessly� cool� 52 249.44� 0.51�
85 Husband 48 226.01� 0.24� Big� size 50 246.03� 0.42�
86 Sleeping� pants 48 219.23� 0.34� Casual 50 234.35� 0.48�
87 Robe 48 213.30� 0.37� Fluffy 48 249.16� 0.36�
88 Stripe 47 214.67� 0.43� Hem 48 224.97� 0.25�
89 Functionality 46 202.32� 0.30� Untact 48 228.07� 0.36�
90 Disney 46 222.53� 0.33� Home� party 45 221.43� 0.31�
91 Sweat� shirts 45 205.53� 0.45� Ivory 45 220.26� 0.39�
92 SP*O 44 199.82� 0.20� Simple 44 220.12� 0.37�
93 Length 43 196.40� 0.35� Yoga 43 208.32� 0.20�
94 White 42 192.95� 0.41� Mom 42 208.93� 0.25�
95 Big� size 42 201.76� 0.40� Loose� fit 42 211.33� 0.46�
96 Navy 42 197.75� 0.41� New-tro 41 222.33� 0.14�
97 Gown 42 197.75� 0.33� Slipper 41 207.53� 0.47�
98 Bralette 41 195.61� 0.16� Nearby 40 194.77� 0.25�
99 Check 37 181.64� 0.32� Upper� body 39 225.64� 0.06�
100 Bare� face 37 177.74� 0.04� Cardigan 38 195.96�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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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nsumers'� Perception� of� Home�Wear�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Outbreak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새롭게 출현한 트렌드인 

원마일웨어 패션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탐색하고자 했다. 국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원마일

웨어’를 키워드로 하는 온라인 소비자 게시글을 수집했고,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인식 구조를 알아보았다. 

코로나19 전후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어떠한 변화를 보였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원마일웨어 트렌드 이전부터 사용되었

던 가장 유사한 개념인 ‘홈웨어’를 대상으로 소비자 데이터

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

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마일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크게 착용 상황, 

기대 속성, 스타일, 아이템, 컬러, 소재, 형태, 대상 착용자와 

같은 범주로 구성되었다. 착용 상황으로는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상황, 집 근처 외출이나 슈퍼마켓 쇼핑, 가벼운 운동이 

주요 키워드로 나타났다. 지각된 속성으로는 편안함과 활동

성을 비롯한 기능적 측면, 할인을 통한 경제적 측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유행, 브랜드, 활용도가 구매 

시 중점적으로 고려되고 있었다.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원마

일웨어의 주된 스타일은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스타일, 캐주

얼웨어, 스포츠웨어, 믹스 앤 매치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아이템들이 도출되었다. 블랙, 회색과 

같은 단정한 무채색, 따뜻하고 포근한 소재, 운동복인 레깅

스를 제외하고는 상하의 모두 박시한 오버사이즈 핏이 주요 

디테일로서 나타났다. 남녀 소비자 외에도 가족, 아이, 커플

이 원마일웨어 패션의 주요 착용 대상자로 거론되었다.  

  둘째, 빈도 상위 100개까지의 키워드를 비교한 결과, 홈

웨어는 코로나19 발생과 관계없이 모두 편하게 입을 수 있

는 잠옷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에는 

홈웨어가 수면을 위한 파자마 또는 실내 활동 시 착용하는 

옷이라는 인식이 컸던 반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실내보다는 

야외, 외출과 같은 키워드가 출현함에 따라 원마일웨어, 외

출복, 일상복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홈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에서 코로나19와 이에 따른 상황을 의미하는 키워드(재택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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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사회적 거리두기, 언택트, 상반신)가 나타남에 따라, 홈

웨어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감염병의 영향을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상황에 의해 패션 

트렌드가 형성될 수 있으며, 일상적인 패션 품목일지라도 안

전 문제가 결부된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나 가치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

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패션 소

비자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Choi & Lee, 

2020a; Koh & Lee, 2020)의 결과를 지지하기도 한다. 또

한, 위험한 외부 상황과 대조적으로 소비자들은 집 안에서는 

몸도 마음도 편안한 스타일을 선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

이 원마일웨어 트렌드로 발현되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마케팅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할인이나 핫딜은 원마일웨어 구매에

서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제적 혜택으로 나타났

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커머스에서의 쇼핑이 증

가한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Jílková, & Králová, 2021), 패

션 기업들은 핫딜을 통한 할인 이벤트를 프로모션으로 고려

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족, 커플, 아이와 같은 착용자 키워

드가 ‘선물’과 연결을 보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

들이나 연인, 아이와의 패밀리룩 또는 커플룩을 옵션으로 제

공하여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코로나19 이

후, ‘상반신’은 재택근무, 학습,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홈

웨어에 대한 주요 소비자 인식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브랜드

의 경우, 전략적으로 상의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보다 중

점을 두고, 하의는 편안하고 단순한 스타일을 전개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시키고, 나아가 패션 트렌드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규명했다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또

한,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특정 의복에 대한 패

러다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팬데믹 상

황에서의 의복 행동에 대한 의류학 연구의 다양화에 기여했

다. 실무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인

해 위기를 맞은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들에게 소비자들의 

경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가 진행된 시점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형태소 분석 및 단어 정제를 통해 노이즈를 최

대한 제거하고자 노력했으나,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문서를 

수집하는 경우 소비자 게시글과 함께 판매나 홍보용 게시글

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후속연구

에서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데이터를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연산자를 사용한 데이터 수집, 피어를 통한 단어 정

제 과정을 거쳐 자료에 대한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References

 

Acne Studios Spring 2021 Ready-to-Wear. (2020). Retrie

ved March 1,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

ion-shows/spring-2021-ready-to-wear/acne-studios/sli

deshow/collection#4

An, H., & Park, M. (2020). Approaching fashion design 

trend applications using text mining and semantic net

work analysis. Fashion and Textiles, 7(34), 1-15. doi: 

10.1186/s40691-020-00221-w

An, Y., & Kim, J. W. (2020, September 11). 미니스커트 

사라지고...펑퍼짐해진 ‘코로나 패션’ [The miniskirt is go

ne...'Corona fashion' becomes spacious]. Chosun Ilbo.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www.chosun.co

m

Anna Sui Spring 2021 Ready-to-Wear. (2020).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

shows/spring-2021-ready-to-wear/anna-sui/slideshow/

collection#11

Choi, Y. H., & Lee, K. H. (2020a). Changes in consume

r perception of fashion products in a pandemic: Effect

s of COVID-19 spead.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8(3), 285-298. doi: 10.29049/rjcc.2

020.28.3.285

Choi, Y. H., & Lee, K. H. (2020b). The meanings of ne

w-tro fashion: Conceptualization and typologifi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Clothing Textiles, 44(4), 69

1-707. doi: 10.5850/JKSCT.2020.44.4.691

Choi, Y. H., & Lee, K. H. (2020c). Informatics analysis 

of consumer reviews for ｢Frozen 2｣ fashion collaborat

ion products- Semantic networks and sentiment analys

is -.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

8(2), 265-284. doi: 10.29049/rjcc.2020.28.2.265

Chung, S. (2009). A study of senescent female consumer'

s design preferences for their lounger wear and buying 



최영현� ·� 이규혜� /� 원마일웨어와�홈웨어에�대한�소비자�인식� � � � � � � 125

behaviors: A focus on elderly women over fitty. Journ

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4), 143-154. 

Chung, S., Jang, Y., & Moon, S. (2010). Development of 

house dress design using kenaf, an eco-friendly materi

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0(3), 

44-55. 

Dolce & Gabbana Spring 2021 Ready-to-Wear. (2020).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www.vogue.co

m/fashion-shows/spring-2021-ready-to-wear/dolce-ga

bbana/slideshow/collection#57

Ducharme, J. (2020, March 11). World health organizati

on declares COVID-19 a ‘pandemic,’ Here’s what tha

t means. Time.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

//time.com

Freeman, L. C. (1978). Centrality in social networks con

ceptual clarification. Social Networks, 1(3), 215-239. 

doi: 10.1016/0378-8733(78)90021-7

Happer’s Bazaar Fashion. (2021, January 7). 12 Standout 

trends from the spring 2021 runways to shop now. B

azaar,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www.ha

rpersbazaar.com

Hui, T., & Shi, D. N. (2017, September). Analysis of Co

lor Aplication in Home Wear Design. In 3rd Annual I

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Science and Contem

porary Humanity Development, 90, 491-495. 

Jacquemus Spring 2021 Ready-to-Wear. (2020). Vogue 

Runway.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ww

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1-ready-to-we

ar/jacquemus/slideshow/collection#6

Jeong, H. W. (2021, January 12). 집콕 늘자 ‘홈웨어’도 

늘어...명품도 합세한 ‘원마일 웨어’ [As the time spent a

t home increases, the demand for 'home wear' also inc

reases... Luxury brands also join the 'One-mile wear']. 

Sportsworld,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w

ww.sportsworldi.com

Jeong, H. W. (2019, November 11). 평범함의 미덕, ‘꾸안

꾸’ 스타일 [Aesthetics of mediocrity, 'effortlessly cool' s

tyle]. Hankyung.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

s://www.hankyung.com

Jílková, P., & Králová, P. (2021). Digital Consumer Beha

viour and eCommerce Trends during the COVID-19 

Crisis. International Advances in Economic Research, 1

-3. doi: 10.1007/s11294-021-09817-4

Jo, H., Shin, E., & Kim, H. (2021). Changes in Consum

er Behaviour in the Post-COVID-19 Era in Seoul, So

uth Korea. Sustainability, 13(1), 136. doi: 10.3390/su1

3010136

Ju, N. A., Lee, H. J., & Lee, K. H. (2019). Changes in 

athleisure wear trade networks: A social network appr

oach.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

7(3), 251–263. doi: 10.29049/rjcc.2019.27.3.251

Kim, B. R. (2021, January 2). 2021 패션트렌드/올 봄 유

행할 아이템은? 코로나가 바꾼 패션의 흐름 싹 정리 [20

21 fashion trend/what will be popular this spring? Cle

an up the flow of fashion that Corona has change]. 

[YouTube].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yo

utu.be/JeQO6G3h568

Kim, D. J., & Lee, S. H. (2019). A study of consumer p

erception on fashion show using big data analysis. Jou

rnal of Fashion Business, 23(3), 85-100. doi: 10.12940

/jfb.2019.23.3.85

Kim, J. H., & Jeon, H. S. (2012). A study on the organi

c loungewear design followed by the LOHAS trend. J

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2(5), 88-9

5. doi: 10.7233/jksc.2012.62.5.088

Kim, S. E. (2020, September 4). 편한데 멋스러워! 패션 

피플들의 원마일 웨어 패션 [It's comfortable, but it's co

ol! One-mile wear fashion for fashion people]. Design 

Press.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m.blog.n

aver.com/designpress2016

Kim, S. Y. (2016). Suggestions of pattern designs and lo

unge wear designs: Based on shape of swastika. Journ

al of Korea Design Forum. (52), 61-72. doi: 10.21326

/ksdt.2016..52.006 

Koh, A. R., & Lee, J. S. (2020). Sustainable fashion cons

umption in the post COVID-19 era. Journal of Consu

mer Studies, 31(5), 1-17. doi: 10.35736/JCS.31.5.1

Kwahk, K. Y. (2014). Social network analysis. Seoul: CR 

Books.

Kwon, S. W. (2020). Keyword analysis of COVID-19 in 

news big data: Focused on 4 major daily newspaper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

mation, 25(12), 101-107. doi: 10.9708/jksci.2020.25.1

2.101



126� � � � � � 패션비즈니스�제25권� 2호

Lee, H. Y. (2021, January 22). 던킨, 이지 홈팬츠 프로모

션 전개…"집콕 패션으로 딱" [Dunkin, easy home pants 

promotion…"Perfect for home fashion"]. Consumer Ti

mes.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www.cstim

es.com

Lee, I. Y. (2020, December 18). “집콕 패션도 포기 못해

”... 지금은 ‘라운지웨어, 파자마’ 전성시대 ["I can't give 

up my home fashion." This is the heyday of 'lounge w

ear', and 'pajamas']. MDN.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www.wolyo.co.kr

Lee, J. Y., & Jung, H. J. (2020). Exploring consumers' p

erceptions of bags using the SNS big data. A Journal 

of Brand Design Association of Korea, 18(1), 55-70. 

doi: 10.18852/bdak.2020.18.1.55

Matz, S. C., & Netzer, O. (2017). Using big data as a 

window into consumers’ psychology. Current Opinion 

in Behavioral Sciences, 18, 7-12. doi: 10.1016/j.cobeh

a.2017.05.009

Meyer, A., Walter, W., & Seuring, S. (2021).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crisis on supply chains and their su

stainability: A text mining approach. Frontiers in Sust

ainability, 2, 631182. doi: 10.3389/frsus.2021.631182

Min, J. H. (2020, December 17). 차려 입으면 촌스러워...

‘원마일웨어’로 동네 한바퀴 [It's tacky when you're dres

sed up...Walk around the town in 'One-mile wear']. 

Hankyung,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ww

w.hankyung.com

Park, S., & Lee, J. (2021). COVID-19 and Korean famil

y life on social media: A topic model approach.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3), 282

-300. doi: 10.5392/JKCA.2021.21.03.282

Park, Y., & Kan, H. (2020). A study on changes in the 

fashion market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big blu

r. Journal of Fashion Business, 24(4), 144-160. doi: 1

0.12940/jfb.2020.24.4.144

Prada Spring 2021 Ready-to-Wear. (2020). Retrieved M

arch 1,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

ows/spring-2021-ready-to-wear/prada/slideshow/colle

ction#26

Seo, J. M. (2020, April 23). 밀레니얼 트렌드 사전, 원마일 

웨어 [Millennials' trend dictionary, one mile wear]. Ch

ungang Ilbo,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s://n

ews.joins.com

Sheth, J. (2020). Impact of Covid-19 on consumer behav

ior: Will the old habits return to die?. Journal of Busi

ness Research, 117, 280-283. doi: 10.1016/j.jbusres.20

20.05.059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January 5). Pneumoni

a of unknown cause: China. Disease Outbreak News, 

Retrieved March 5, 2021, from https://www.who.int

Yahav, I., Shehory, O., & Schwartz, D. (2018). Commen

ts mining with TF-IDF: the inherent bias and its rem

oval. IEEE Transactions on Knowledge and Data Engi

neering, 31(3), 437-450. doi: 10.1109/TKDE.2018.284

0127

Yoo, R. N. (2020, September 8). 올가을엔 집콕패션 [Stay 

at home fashion in this fall]. Vogue,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www.vogue.co.kr

Yoon, Y. M. (2002, June 25). 속옷이면서 속옷 아닌듯 

‘원마일웨어’ ['One mile wear' that looks like underwea

r or not underwear]. Hankyoreh, Retrieved March 1, 

2021, from http://legacy.www.hani.co.kr

Received� (March� 22,� 2021)

Revised� (April� 7,� 2021)

Accepted� (April� 20,� 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