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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children's dietary quality, dietary habits, food behavior and health-related lifestyles 

according to the mother'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LOHAS). The subjects were  580 children. Mother's LOHAS attitude index was 

66.85 points and 100 points was a perfect score. The mother's high LOHAS attitude items that children perceived were“My mother often 

communicates with the family”(3.99 points) and“My mother thinks that the family's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her health”(3.93 points). 

In contrast, the LOHAS attitude items for“My mother does community service activity on weekends"(2.78 points), and“My mother 

participate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ice activity for the local community”(2.78 points) were very low. The high LOHAS behavior index 

of mothers was“resource saving”, whereas“social welfare” scored low. When self-perceived health status and monthly income of children 

was high, the  mother's LOHAS score was high. The LOHAS attitude index of mothers had a meaningful impact on the children's dietary 

quality, dietary habits, food behavior and health-related lifestyles. The most frequent food behavior variables were“high skipping rate”, 

“frequency of snacks is 2～4 times per week”,“speed of eating is rapid”, and‘meals’amount is sufficient. The highest daily life habits item 

was“I try to maintain a pleasant and enjoyable life style”(3.42 points). The highest nutrient intake attitude score was“I tend to eat rice 

everyday.”(3.41 points). They were highly recognized with“moderate physical activity”,“high exercise preference”,“positive posture 

exercise", “exercise <2 days per week”,  and“over 30 minutes exercise time per day” for the exercise performance status items. It was 

verified that the higher mother's LOHAS lifestyle score is, the higher children's food behavior, daily life habits, nutrient intake, exercise 

performance state scor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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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요즈음 국내외 외식업체의 로하스 도입 열풍 속에 우리나

라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건강으로 건강관

련 상품 및 서비스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각종 환

경규제, 시민의식 고양,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 기업

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

증하면서 사회적 당위성을 가진 로하스 소비에 대한 관심도 

동반 상승하고 있어 향후 로하스 산업은 상당히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Lee YJ 2010, Park HS 2006).

로하스는“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LOHAS)”의 약자로 

웰빙 개념이 보다 확장되어 자신의 건강뿐 만 아니라 후대

에 물려 줄 지속 가능한(sustainability) 소비기반을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Nancy W 2005). 

미국의 내추럴마케팅연구소가 발간하는 로하스 저널에 따

르면, 미국전체 소비자의 27%에 달하는 5,500만 명 정도가 

로하스족의 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로하스 족

을 겨냥한 관련 산업의 규모가 이미 2005년 기준 약 2,268

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 가운데 환경 친화적인 생활용품, 

유기농식품 및 재생섬유, 생태관광 등이 포함되는 생태적 

라이프스타일 관련시장이 812억 달러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으로 재활용에너지, 자원효율 상품, 친환경적 건물 

및 산업재 등이 포함되는 지속가능한 경제 관련시장도 765

억 달러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Steve F와 

Gwynne R 2005). 또한 현재 미국은 모든 제품에서 저지방, 

저칼로리 열풍으로 저칼로리 콜라, 저칼로리 케첩이 판매되

고 있다. 특히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메뉴에 채

소와 비 탄산음료(생수 등)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3R(Reduce, 

Recycle, Reuse)을 시행하여‘환경행동대(Environmental Action 

Pack)’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연간 1억 달러의 재활용 

제품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자연, 유기농 제품 전문체인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

고 유기농 초콜릿, 유기농 커피 등 다양한 자연, 유기농 식

품과 유기농 반 냉동 및 캔 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또한 세

전 이익의 일부를 비영리환경운동단체에 기부하고 유기농 

면사만을 사용하는 의료업체나 친환경 세제와 치약만을 생

산하는 업체도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Kwon YJ 등 2007, 

Park HS 2006, Steve F와 Gwynne R 2005). 

일본의 경우도 약 30%가 로하스 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

고 2006년에는 히트상품 TOP 10과 2007년에는 유망상품 

TOP 10 중 무려 7개가 고령화 ․ 건강관련 상품으로 조사되었

다. 건강 프로그램과 로하스잡지에서는 앞 다투어 어떤 식

단이 가장 좋은지, 어떤 유기농제품이 가장 인기 있는지 순

위를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 로하스잡지사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주부들은 밥상을‘보다 건강하게, 보다 더 자연에 가

깝게’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Seo DG와 

Joo HS 2008). 

이처럼 선진국의 소비자들은 사회, 경제, 환경적 토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풍요로

운 삶을 보장하는 로하스 소비 패턴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YS 2010, Joo HS 등 2008).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미국 마케팅 조사기관인 

‘NMI(The Natural Marketing Institute)’와 함께 국내‘로하스 

소비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국 로하스 소비자는 26.6%로 

나타났고, 전체 소비자의 68.4%가‘향후 웰빙과 관련된 상

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개인과 

가족의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웰빙에 환경의 개념을 더한 

로하스가 미래 소비의 트랜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Park 

HS 2006, Seo DG와 Joo HS 2008). 

최근에 자녀 건강을 지키려는 모(母)의 사회적 책임감이 

고조되고 있고 개인과 가족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과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선진국형 로하스 식생활로 

진화하고 있는 시점에 가정 내 식생활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추세와 변화에 대응하여 항상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신선한 

식단과 식생활관리 운영으로 자녀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어머니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태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고 여겨진다. 특히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일반적인 지

식이 부족하고, 그 중요성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올바

른 식품선택 판단 능력 없이 기호성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모의 건강과 환경을 고

려한 로하스적 식생활라이프스타일 태도는 자녀의 올바르고 

합리적인 식생활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모(母)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과 자녀의 식습관, 

식행동 및 건강관련 생활습관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함으로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 내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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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환경 정착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규명해나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지금까지 로하스 식생활과 관련한 선행연구 논문을 살펴

보면, 로하스 소비자의 메뉴 선택 행동이나 식재료 구매태

도 연구(Lee YJ 2010, Cho WJ 2009, Kim M와 Lee YJ 2009, 

Lee YJ 2009, Kwon YJ 등 2007a, 2006b)가 주를 이루고 있

고, 모와 자녀 간의 식생활 연구도 모의 식생활태도나 영양

지식이 자녀의 식습관이나 식행동, 영양섭취태도, 건강생활

습관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연구가 대다수이며(Kim JW  등 

2008, Chung HJ 등 2008, Kim YJ 등 2006, Lee JE와 Jung 

IK 2005), 일부 비만 아동과 모의 생활습관이나 식태도의 관

련성 연구(Shin KO와 Kim KY 2009, Park HS 등 2003, Kim 

KH 2002)가 행해졌을 뿐이고, 자신의 건강 외에도 후대에게 

물려줄 미래의 소비 기반의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로하

스(LOHAS) 지향적인 어머니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두고 

자녀의 식습관이나 식행동, 건강생활습관을 관련지어 연구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로하스형 식생활의 요구라는 큰 흐름 

속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식생활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에 가정 내 식생활관리

자인 모(母)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준이 자녀의 식습관형

성과 식행동, 건강관련생활습관에 어떠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로하스 식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식생활관리자에게 효과적인 역할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모(母)를 둔 대도시(서울, 대구), 중소도시(경기

도 남양주, 경남 마산), 농어촌(경북 경주, 포항) 지역에 거

주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 자녀가 인지하는 모의 로하스라이프스타일 태도를 조사

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Lee YJ 2010)와 예비 조사를 바

탕으로 도출된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적용하여 

본 조사는 2010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에 걸쳐 실시하였

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는 590부

로 회수율은 98.3%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항목

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580부

(96.7%)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 및 도구는 관련 논문 및 문헌, 

간행물 등(Lee YJ 2010, Hong HS와 Koh AR 2009, Chung 

HJ 등 2008, Kim JW 등 2008, Kim YJ 등 2006, Nancy W 

2005)을 참고하여 문헌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심층면

접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내용은 크게 5개의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자녀가 인지하는 모(母)의 로하스라이프스타일 측정문

항은 Lee YJ(2010), Nancy W(2005)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기존의 모의 라이프스타일 측정문항인 건강관리성, 친환경

성, 사회복지성, 자원절약, 가족지향성 등의 5개 영역 20문

항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때, 각 로하스 

성향지수는 미국 자연마케팅 연구소(Natural Marketing 

Institute)의 로하스저널(LOHAS Journal)에서 실시하였던 측정

방법을 근거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5개 영역별 20점을 합산

하여 100점 만점에 80-100점일 때 로하스(LOHAS)집단(가족

의 건강, 지구의 환경, 자기계발 및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

정이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60~79점일 

때 노메딕(NOMADICS)집단(상당한 관심, 지속가능성과 개인

의 연관성에 따라 의지, 이상, 환경적 기조 등이 일관되지 

않는 소비자), 20~59점일 때 이기주의(CENTRISTS; 건강과 지

속가능성이 가장 마지막 구매결정요인이 되는 소비자) 및 

무관심(INDIFFERENTS)집단(그날 그날의 이벤트에 따르며, 

미래에 대해 별로 고려하지 않고 무관심한 소비자)으로 분

류하여 로하스성향 지수를 측정하였다. 둘째, 식습관, 식행

동, 건강생활습관 태도 문항은 선행연구(Cho SH와 Kim YS 

2010, Choi MK 등 2010, Choi SN와 Chung NY 2010, Kim 

MJ 2010, Choe YJ와 Min HS 2009, Kim KH 2009, Seo JY 

등 2008)에서 사용되었던 문항을 수정 보안하여 사용하였고, 

식습관은 식사횟수 및 규칙성, 결식빈도, 식사 양, 식욕, 식

사분위기, 식사 속도, 간식 횟수, 과식 횟수, 건강보조식품 

복용여부, 음식 먹기 전 손 씻기, 음식 흘리지 않고 먹기, 

음식 뒤적이지 않기, 올바른 식사태도, 고른 음식섭취, 식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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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정리, 식후 이 닦기, 식사시간 지키기, 아침식사 등 20

개 문항에 대해 5점 Likert를 실시하였다. 셋째, 식행동은 결

식 빈도, 간식 횟수, 식사 속도, 식사 양 등 4문항에 대해 

조사하였다. 넷째, 건강생활습관조사는 일상생활습관 5문항

(취침시간, 식사시간, 놀이친구, 평소 본인의 성격,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과 영양섭취상태 9문항(편식안하기, 고기․생선․
계란․콩류섭취, 우유제품섭취, 녹황색야채섭취, 기타야채섭취, 

과일섭취, 곡류섭취, 과자 및 사탕류섭취, 기름요리섭취 등)

에 대해 조사하였고, 운동실시상황 6문항(신체활동정도, 운

동의 선호 정도, 운동참여 자세, 운동실시빈도, 운동실시시

간, 운동의 종류 등)을 포함해 총 20개 문항에 대해 5점 

Likert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일반 환경 조사 항목은 성별, 

학년, 나이, 가족구성, 부모의 나이 및 교육정도, 식생활관리

자, 거주형태, 월평균소득, 거주지역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PC+18.0 package program

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자녀

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

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실시하고 집단 간

의 차이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하였다. 또한 

모의 로하스수준에 따른 자녀의 식습관, 식행동 특성 및 건

강생활습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로는 남자가 59.7%, 여자가 40.3%이었

으며, 학년은 대학생(전문대생 포함)이 50.9%로 가장 많았

고, 그 다음은 고등학생 32.6%, 중학생 16.6%순이었다. 건강

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48.6%로 가장 많았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8.4%, 확대가족이 11.6%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수

준은 고졸이 6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졸이상 

23.3%, 중졸이하가 12.9%이었으며, 가정 내 식생활관리자는 

Variable Group N(%)

Gender
Male 346(59.7)

Female 234(40.3)

School grade

Middle school  96(16.6)

High school 189(32.6) 

University(College) 295(50.9)

Self-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4(0.7)

Bad 42(7.3)

Moderate 173(29.8)

Good 282(48.6)

Very good 79(13.6)

Family type
Nuclear 513(88.4)

Extended 67(11.6)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75(12.9)

High school 370(63.8) 

≥University(College)  135(23.3)

Meal manager
Mother 478(82.4)

The others 102(17.6)

Residence type
Own 399(68.8)

The others 181(31.2)

Main growth area

Large city 152(26.2)

Middle ․ Small city 180(31.0) 

Fishing ․ Agricultural villages  248(42.8)

Monthly Income(￦)

<2,000,000 123(21.2)

2,000,000 ~ <3,000,000 167(28.8)

3,000,000 ~ <4,000,000 162(27.9)

≥4,000,000 128(22.1)

Total 580(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어머니가 82.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할머니, 아버

지, 가사도우미, 형제 등)가 17.6%이었다. 거주형태는 자택

이 68.8%로 가장 많았고, 주 성장지는 농어촌이 42.8%로 가

장 많았으며, 중소도시 31.0%, 대도시 26.2% 순이었고 월평

균 소득은 200~299만원이 28.8%로 가장 많았다. 

2. 자녀가 인지하는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준

조사대상자인 자녀가 인지하는 모(母)의 로하스 라이프스

타일 태도 점수는 선행연구(Lee YJ 2010)를 통해 도출한 모

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그 행동 점수가 높고 신뢰

도가 높게 나타난 20개 항목을 선정하여 5점 척도로 구성한 

뒤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

점 만점에 66.85점으로 대부분의 자녀들은 모의 로하스 수

준이 노메딕 집단에 속한다고 인지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중‘나의 어머니는 가족과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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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 Mean±SD

Factor1

Resource saving 

oriented

My mother considers food garbage and eat only a little bit. 3.74±0.93
1)

My mother recycles dress that do not wear for environment protection  or gets in the recycling center.
3.79±0.93

My mother uses refill goods. 3.56±0.90

My mother uses habitually electric fan than air conditioner in the summer. 3.66±1.04

Mean 3.69±0.70

Factor2

Social welfare

My mother participates in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ice activity of local community
2.78±1.09

My mother takes part in campaign or service group enforcing in local community. 2.84±1.15

My mother does community service activity at weekend. 2.78±1.16

My mother runs life that think society whole than individual. 2.97±1.02

There are a lot of interests to silver health care. 3.27±1.01

Mean 2.93±0.96

Factor3

Environment-Friendly

My mother prefers environment-friendly product. 3.49±0.84

My mother advertises actively benefit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 2.91±0.92

My mother uses environment-friendly product for society whole welfare. 3.01±0.86

My mother concerns about environment-friendly protection policy of the country 3.07±0.89

Mean 3.12±0.72

Factor4

Family oriented

My mother thinks that family's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her health. 3.93±0.80

My mother often communicates with the family. 3.99±0.85

My mother participates in cultural events with family 3.57±0.98

Mean 3.83±0.70

Factor5

Health oriented

My mother uses health food, organic food, clean food. 3.53±0.89

My mother wants to do exercise for beauty art or health. 3.22±0.94

My mother has thing which do actively for health. 3.32±0.86

My mother often eats fresh vegetable and fruit for health. 3.40±0.88

Mean 3.37±0.69

Overall Total 66.85±11.98

1)5-point Likert Scale(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Table 2. Mother's LOHAS lifestyle attitude score that subjects perceived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에 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

여하였고, 그 다음은‘나의 어머니는 본인 건강 보다 가족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93점),‘나의 어머니는 환경

보호를 위해 못 입는 옷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센터에 갖

다 준다.’(3.79점),‘나의 어머니는 음식물 쓰레기를 염두에 

두고 조금씩 덜어 먹는다.’(3.74점),‘나의 어머니는 여름에 

에어컨보다 선풍기를 애용한다.’(3.66점),‘나의 어머니는 가

족과 함께 문화행사에 참여한다.’(3.57점),‘나의 어머니는 

리필제품을 사용한다.’(3.56점),‘나의 어머니는 건강식품, 자

연식품, 무공해 식품을 이용하는 편이다.’(3.53점) 등의 순으

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반면에‘나의 어머니는 지역사

회의 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에 참가하

고 있다.’(2.78점)와‘나의 어머니는 주말에 사회봉사활동을 

한다.’(2.78점)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다음은, 

‘나의 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이나 봉사단

체에 참가한다.’(2.84점),‘나의 어머니는 친환경 제품의 유

익을 적극 홍보한다.’(2.91점),‘나의 어머니는 본인 개인보

다 사회전체를 생각하는 생활을 영위한다.’(2.97점) 등에 대

한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태도 점수를 낮게 부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녀가 인지하는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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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연정

Variable Group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67.86±12.50

2.444*
Female 65.37±11.04

School grade

Middle school 64.78±11.26

1.722High school 67.42±12.68

University(College) 67.17±11.73

Self-perceived health status

Very bad 67.25±14.73
b

8.453***

Bad 61.85±10.84
c

Moderate 63.58±11.49
c

Good 69.37±10.60
a

Very good 67.48±15.52
b

Family type
Nuclear 66.71±12.07

-.811
Extended 68.00±11.29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63.73±12.00
b

3.971*High school 66.87±11.30
a

≥University(College) 68.59±13.44
a

Meal manager
Mother 67.53±11.73

2.950**
The others 63.65±12.68

Residence type
Own 67.16±12.43

.883
The others 66.20±10.98

Main growth area

Large city 69.23±12.18
a

5.185**Middle ․ Small city 67.01±11.78
ab

Fishing ․ Agricultural villages 65.26±11.81
b

Monthly Income (\)

≤1,999,999 61.42±10.98
c

42.140***
2,000,000 - 2,999,999 64.96±11.37

b

3,000,000 - 3,999,999 65.52±11.15
b

≥4,000,000 75.95±09.65
a

Total Mean 66.85±11.98

 *p<0.05,**p<0.01, ***p<0.001 

Table 3. Mother's LOHAS lifestyle attitude sco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Means± S.D)

일 태도는 요인별로 가족지향(3.83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다음은 자원절약(3.69점)에 높은 평가를 나

타낸 반면에 사회복지지향(2.93점)에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

하였다. 선행연구(Lee YJ 2010)에서 모 자신이 가장 낮게 인

지한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 등에 대한 태도 점수는 자녀 역

시 가장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가 일상 가족생활 

속에서 한 차원 높은 로하스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개인보다는 사회 전체의 복지나 안녕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의 로하스 라이프

스타일 수준

조사대상자인 자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의 로

하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

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인지하는 모의 로하스 수준(67.86점)

이 여자가 인지하는 모의 로하스 수준(65.37점) 보다 높았다

(p<0.05).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답한 자녀가 

인지하는 모의 로하스 수준(69.37점)이 가장 높았다(p<0.001). 

모의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는 모

의 로하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고(p<0.05), 가정 내 

식사관리자가 어머니인 자녀가 그 외(할머니, 아버지, 도우

미 등)의 식사관리자를 둔 자녀보다 모의 로하스 수준을 높

게 인지하였다(p<0.01). 자녀의 주 성장지에 따라서는 도시 

규모가 큰 곳에서 자란 자녀일수록 모의 로하스 수준이 높

은 것으로 인지하였고(p<0.01), 가계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모의 로하스 수준을 높게 인지하였다

(p<0.001). 한편 내추럴 비즈니스 연구소(KNBI)의 보고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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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OHAS index1)

Total F-valueINDIFFERENTS․CENTRISTS
(n=150)

NOMADICS

(n=303)

LOHAS

(n=115)

I have three meals a day 2.88±1.19
a

2.92±1.16
a

3.16±1.33
a2)

2.96±1.21 2.013

I eat a regular time each day 2.59±1.02
b

2.73±0.99
b

3.09±1.15
a

2.76±1.04 7.966***

I do not eat junk food. 2.51±0.98
b

2.66±0.95
b

2.99±1.10
a

2.69±1.00 8.116***

I don't have skipping. 2.97±1.08
b

3.03±1.06
ab

3.25±1.13
a

3.06±1.08 2.384

I eat the right amount of meal. 2.90±0.91
b

3.07±0.86
b

3.28±1.05
a

3.07±0.92 5.321**

I drink a glass of milk every day. 2.35±1.21
c

2.64±1.19
b

3.01±1.29
a

2.64±1.23 9.494***

I should eat in a pleasant atmosphere 3.20±1.86
b

3.34±0.87
b

3.64±0.91
a

3.37±1.22 4.332*

I eat food slowly 2.66±1.06
b

2.86±1.02
ab

3.08±1.17
a

2.85±1.07 5.080**

I don't eat well snack before each meal. 2.89±1.05
b

2.99±0.96
b

3.27±1.13
a

3.02±1.03 4.701**

I will not overeating. 2.69±0.85
b

2.76±0.90
b

2.97±1.09
a

2.79±0.93 3.254*

I consider the nutritional intake of the food. 2.63±0.99
b

2.67±0.84
b

3.03±1.07
a

2.74±0.94 7.581***

I wash my hands before meals. 3.26±1.09
c

3.50±0.86
b

3.79±0.94
a

3.50±0.96 10.656***

I eat without spilling food. 3.31±0.99
b

3.41±0.88
b

3.68±0.94
a

3.44±0.93 5.275**

I eat food without seeking out. 3.27±0.99
b

3.35±0.89
b

3.73.±0.95
a

3.41±0.94 9.407***

I have the right eating attitude 3.07±.0.91
c

3.36±0.82
b

3.68±0.80
a

3.35±0.87 16.561***

I have a balanced diets 3.04±1.06
c

3.30±.0.97
b

3.62±0.88
a

3.30±1.00 11.507***

I will clean up after meals around. 3.43±0.99
b

3.67±0.86
a

3.83±0.90
a

3.64±0.91 6.811***

I take the toothbrush after dinner 3.38±0.92
b

3.52±0.80
ab

3.65±0.83
a

3.51±0.84 3.570*

I keep a good meal. 2.70±0.98
c

2.92±0.90
b

3.17±1.03
a

2.92±0.96 7.918***

I keep eating breakfast. 2.73±1.40
b

2.87±1.30
ab

3.16±1.39
a

2.89±1.35 3.330*
1) LOHAS score is 20-59: INDIFFERENTS․CENTRISTS, 60-79: NOMADICS, 80-100: LOHAS
2)
5-point Likert Scale(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bc
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p<0.01, ***p<0.001 

Table 4. Food habit of the subjects by mother's LOHAS index                                                                 (Means± S.D) 

하면, 2006년 한국의 로하스소비자를 조사한 결과, 로하스소

비자 비율은 남자(23.4%)보다 여성(28.9%)이 높게 나타났으

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은 서울 수도권·강원권이, 소득

이 높은 계층일수록, 직업별로는 경영전문직·전업주부의 로

하스소비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Park HS 2006) 본 

연구와 비교해 보면 중, 고 대학생 자녀들의 경우, 지역은 

대도시에서 자랐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모의 로하스 수준

이 높다고 평가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성별에 따라

서는 남자 자녀가 여자 자녀보다 모의 로하스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모(母)의 로하스(LOHAS) 라이프스타일 수준에 따른 자녀

의 식습관

본 연구 대상자인 자녀의 식습관을 어머니의 로하스수준

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항

목별로는‘식후 주변정리’가 3.64점으로 가장 좋은 식습관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식후 이 닦기’(3.51점),‘음식 먹

기 전 손 씻기’(3.50점),‘음식 흘리지 않고 먹기’(3.44점), 

‘음식 뒤적이지 않기’(3.40점),‘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

기’(3.37점),‘올바른 식사태도’(3.34점) 등의 순으로 좋은 식

습관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매일 우유 한잔 마시기’(2.64

점),‘인스턴트식품 잘 안 먹기’(2.69점),‘영양소 고려한 음

식 섭취’(2.75점),‘식사 규칙성’(2.77점),‘과식 안하기’(2.79

점)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식습관 태도를 보

였다.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가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 혹은 이기적/무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에 비

해 유의하게 높은 식습관 태도를 나타내었다(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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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OHAS index

Total χ2
-value

INDIFFERENTS․CE
NTRISTS

(20-59)

NOMADICS

(60-79) 

LOHAS

(80-100) 

Skipping 

High 61( 40.7) 129( 42.6) 42( 36.2) 232( 40.8)

 2.278 

Moderate 42( 28.0) 81( 26.7) 39( 33.6) 162( 28.5)

Low 47( 31.3)  93( 30.7) 35( 30.2) 175( 30.8)

Total 150(100.0) 303(100.0) 116( 100.0) 569(100.0)

Frequency  of 

snacks(/week)

≥ 5 times  57( 38.0)  107( 35.3) 39( 33.9) 203( 35.7)

 0.792

2-4 times 61( 40.7) 124( 40.9) 47( 40.9) 232( 40.8)

≤ 1 times 32( 21.3)  72( 23.8) 29( 25.2) 133( 23.4)

Total 150(100.0) 303(100.0) 115( 100.0) 568(100.0)

Speed of eating

Rapid 73( 48.7) 137( 45.4) 59( 50.9) 269( 47.4)

1.199

Normal 50( 33.3) 108( 35.8) 38( 32.8) 196( 34.5)

Slow 27( 18.0)  57( 18.9) 19( 16.4) 103( 18.1)

Total 150(100.0) 302(100.0) 116( 100.0) 568(100.0)

Amount of Meals

Small  5(  3.3) 19(  6.3)  5(  4.3)  29(  5.1)

 10.656*
Moderate 99( 66.0) 193( 63.7) 59( 50.9) 351( 61.7)

Enough 46( 30.7)  91( 30.0) 52( 44.8) 189( 33.2)

Total 150(100.0) 303(100.0) 116( 100.0) 569(100.0)

*p<0.05

Table 5. Food behavior of the subjects by mother's LOHAS index                                                                     N(%)

5. 모(母)의 로하스(LOHAS) 라이프스타일 수준에 따른 자녀

의 식행동 특성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준에 따른 자녀들의 식행동 

특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결식 빈도는‘결식을 하는 편이다.’가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결식을 안 하는 편이다.’30.8%,‘보통이다.’ 

28.5%로 나타났다. 간식 횟수는‘주 2~4회’가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주 5회 이상 한다.’35.7%,‘주 1회 이

하’23.4%로 나타났다. 식사 속도는‘빠른 편이다.’가 47.4%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보통이다.’가 34.5%,‘천천히 

먹는 편이다.’18.1%로 나타났다. 식사 양은‘보통이다.’가 

61.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많은 편이다.’33.2%, 

‘적은 편이다.’5.1%로 나타났다.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

일 수준에 따라서는 식사 양의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44.8%)가 보통

의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30.0%) 혹은 이기적/무

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30.7%)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편이다.’에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p<0.05).

6. 모(母)의 로하스(LOHAS) 라이프스타일 수준에 따른 자녀

의 건강생활습관

 1) 일상생활습관 태도 및 영양섭취 태도

자녀의 일상생활습관 태도를 어머니의 로하스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각 항목별로는 

‘즐겁고 유쾌한 생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편’이 3.42점으

로 가장 높은 일상생활습관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규칙

적인 식사시간 유지’(2.73점),‘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하

기’(2.73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규칙적인 취침시간’(2.58

점),‘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생활 유지’(2.63점) 등의 항목에

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일상생활습관 태도를 보였다. 어

머니의 로하스 수준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가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

녀 또는 이기적/무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에 비해 유

의하게 높은 일상생활습관 태도를 나타내었다(p<0.05). 

또한 자녀의 영양섭취 태도를 분석한 결과, 각 항목별로

는 ‘매일 밥 챙겨 먹는다.’가 3.4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주식인 탄수화물의 섭취 면에서 가장 좋은 영양섭

취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편식하지 않기’(3.34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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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OHAS index1)

Total F-value
INDIFFERENTS․CE

NTRISTS

(n=150)

NOMADICS

(n=303)

LOHAS

(n=115)

Daily life 

habits   

I tend to a regular bedtime. 2.44±0.93
b

2.56±.0.91
b

2.84±1.10
a2)

2.58±0.96 5.830**

I tend to a regular meal times. 2.57±0.94
b

2.67±0.89
b

3.10±1.03
a

2.73±0.95 12.240***

I will exercise regularly for good health. 2.47±0.91
c

2.73±0.90
b

3.06±0.96
a

2.73±0.94 13.393***

I try to maintain a pleasant and enjoyable life side. 3.26±0.91
b

3.38±0.84
b

3.70±0.84
a

3.42±0.87 8.808***

I do not tend to stress of everyday life. 2.49±0.95
b

2.61±0.95
b

2.85±1.14
a

2.63±0.99 4.435*

Nutrient 

intake

I don't have an unbalanced diet. 3.13±1.08
b

3.36±1.06
ab

3.57±1.07
a

3.34±1.08 5.572**

I tend to eat meat, fish, eggs, and beans every 

day.
2.93±0.97

b
3.03±0.92

b
3.34±0.91

a
3.07±0.94 6.758***

I tend to consume milk products every day. 2.74±1.06
b

2.87±1.10
b

3.11±1.07
a

2.89±1.09 3.937*

I tend to eat yellowish-green vegetables every day. 2.78±0.87
b

2.80±0.86
b

3.18±1.00
a

2.87±0.91 8.769***

I tend to eat other vegetables every day. 2.88±0.85
c

2.94±0.85
b

3.22±0.97
a

2.98±0.88 5.499**

I tend to eat fruit daily. 2.96±1.03
c

2.92±0.98
c

3.23±1.02
b

3.00±1.01 4.114*

I tend to eat rice everyday. 3.34±1.06
c

3.36±1.01
b

3.62±0.96
a

3.41±1.02 3.436*

I tend to refrain from eating sweets and candies. 2.83±1.03
c

3.02±1.01
c

3.25±1.05
b

3.02±1.03 5.428**

I tend to refrain from ingestion of cooking oil. 2.66±0.89
c

2.80±0.84
b

2.98±0.99
a

2.80±0.89 4.440**
1)
 LOHAS score is 20-59: INDIFFERENTS․CENTRISTS, 60-79: NOMADICS, 80-100: LOHAS

2) 5-point Likert Scale(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bc

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p<0.01, ***p<0.001 

Table 6. Daily life habits and nutrient intake of the subjects by LOHAS index                                                   (Means± S.D)

일 고기 ․ 생선 ․ 계란 ․ 콩류섭취하기’(3.07점),‘과자 및 사탕

류 섭취 자제하기’(3.02점),‘매일 과일 섭취하기’(3.00점) 등

의 순으로 좋은 영양섭취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기름요리 

섭취 자제하기’는 2.8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은‘매일 녹황색채소 섭취하기’(2.87점),‘매일 우유 및 

유제품 섭취하기’(2.89점)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영양섭취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에 따

라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

가 보통의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 혹은 이기적/무

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영양

섭취 태도를 나타내었다(p<0.05). 구체적으로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가 편식 않기, 고기 ․ 생선 ․ 계란 ․ 콩류섭취, 

우유제품섭취, 녹황색야채섭취, 기타야채섭취, 과일섭취, 곡

류섭취, 과자 및 사탕류 섭취 자제하기, 기름요리섭취 자제

하기 등의 항목에서 가장 좋은 영양섭취 태도를 나타내었다.

2) 운동 수행 실태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준에 따른 자녀들의 운동 수

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신

체활동 정도는‘보통이다.’가 50.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은‘활동적인 편이다.’35.9%,‘활동적이지 못한 편이다.’ 

14.1%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

준에 따라서는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46.6%)가 

보통의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34.3%) 혹은 이기

적/무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30.9%)에 비해 유의하게 

‘활동적인 편이다.’에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p<0.01). 운

동에 대한 선호도는‘좋아하는 편이다.’가 46.7%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은 보통이다.’35.9%,‘좋아하지 않는 편이

다.’17.4%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준에 따라서는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59.5%)가 

운동을 좋아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보통의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48.2%), 이기적/무관심 집

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33.6%) 순으로 나타나 로하스 수준

이 높은 어머니를 둔 자녀일수록 운동에 대한 선호도가 높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p<0.001).

운동 참여 자세는‘적극적인 편이다.’가 41.3%로 가장 많

았고, 그 다음은‘보통이다.’가 39.7%,‘소극적인 편이다.’ 

19.0%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

준에 따라서는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55.7%)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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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LOHAS index

Total χ2-valueINDIFFERENTS․CENT
RISTS(20-59)

NOMADICS

(60-79) 

LOHAS

(80-100) 

Physical activity

Unactive 32( 21.5) 36( 11.9) 12( 10.3)  80( 14.1)
1)

 15.040**
Moderate 71( 47.7) 163( 53.8) 50( 43.1) 284( 50.0)

Active 46( 30.9) 104( 34.3) 54( 46.6) 204( 35.9)

Total 149(100.0) 303(100.0) 116(100.0) 568(100.0)

Preference for exercise

Dislike 37( 24.8) 50( 16.5) 12( 10.3)  99( 17.4)

 20.339***
Moderate 62( 41.6) 107( 35.3) 35( 30.2) 204( 35.9)

Like 50( 33.6) 146( 48.2) 69( 59.5) 265( 46.7)

Total 149(100.0) 303(100.0) 116(100.0) 568(100.0)

Posture exercise

Negative  41( 27.5) 53(17.5) 14(12.2) 108( 19.0)

 21.112***   
Moderate 63( 42.3) 125( 41.3) 37( 32.2) 225(39.7)

Positive 45( 30.2) 125( 41.3) 64( 55.7) 234(41.3)

Total 149(100.0) 303(100.0) 116( 100.0) 568(100.0)

Frequency of exercise

 (/week)

≤ 2 days 106(71.1) 190(62.7) 59( 50.9) 355( 62.5)

 12.535*
3-4 days 25( 16.8) 70( 23.1) 31( 26.7) 126(22.2)

≥ 5 days 18( 12.1) 43( 14.2) 26( 22.4) 87(15.3)

Total 149(100.0) 303(100.0) 116( 100.0) 568(100.0)

Exercise time(/day)

≤20 minutes    53(35.6) 83(27.4) 27( 23.3) 163(28.7)

 11.288*  
21-29 minutes 31( 20.8) 85( 28.1) 22( 19.0) 138(24.3)

≥30 minutes 65( 43.6) 135( 44.6) 67( 57.8) 267(47.0)

Total 140(100.0) 303(100.0) 116( 100.0) 568(100.0)

 *p<0.05,**p<0.01, ***p<0.001 

Table 7. Exercise performance state by LOHAS index                                                                                 N(%)

운동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비율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41.3%), 이기적/무관심 집

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30.2%) 순으로 나타나 로하스 수준

이 높은 어머니를 둔 자녀일수록 운동 참여 자세가 적극적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p<0.001). 주당 운동 빈도는 

‘주당 1-2일 이하’가 62.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주

당 3-4일’22.2%,‘주당 5일 이상’15.3% 순으로 나타났으

며,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준에 따라서는 로하스 집

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22.4%)가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14.2%) 혹은 이기적/무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

녀(12.1%) 보다 유의하게 주당 5일 이상의 높은 운동 빈도

를 가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로하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를 둔 자녀일수록 운동 빈도 또한 높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p<0.05). 1일 운동 시간은‘30분 이상’이 

4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10분 미만’28.7%, 

‘20~30분 미만’24.3%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로하스 라

이프스타일 수준에 따라서는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

녀(57.8%)가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44.6%) 혹은 

이기적/무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43.6%) 보다 유의하

게 1일 30분 이상의 높은 운동 시간을 가진다는 응답 비율

이 높게 나타나 로하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를 둔 자녀일수

록 운동시간 또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p<0.05).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LOHAS형 식생활의 요구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

서 가정 내 식생활관리자인 모(母)의 LOHAS 라이프스타일이 

자녀의 식습관형성과 식행동, 건강관련생활습관에 어떠한 유

의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건강과 환경을 고

려한 로하스(LOHAS) 식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식생활관리

자에게 효과적인 역할 수립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자녀가 인지하는 모(母)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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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66.85점으로 대부분 

노메딕 집단에 속하였고,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중‘나의 어머니는 가족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

다’에 3.9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고, 그 

다음은‘나의 어머니는 본인 건강 보다 가족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3.93점),‘나의 어머니는 환경보

호를 위해 못 입는 옷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 센터에 

갖다 준다.’(3.79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반면에‘나의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친환경 조성을 위

해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2.78점)

와‘나의 어머니는 주말에 사회봉사활동을 한다.’(2.78

점)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자녀가 

인지하는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태도는 가족지향

과 자원절약에 높은 평가를 나타낸 반면에 모와 마찬

가지로 사회봉사 및 사회복지지향에 대한 태도 점수를 

가장 낮게 평가하여 일상 가족생활 속에서 한 차원 높

은 로하스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

는 사회 전체의 복지나 안녕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

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자녀의 환경변인별 모의 로하스 수준을 분석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가,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건강이 

좋은 편이라고 답한 자녀가(p<0.001), 어머니의 교육수

준에 따라서는 학력이 높을수록(p<0.05), 가정 내 식사

관리자는 어머니인 경우가(p<0.05), 주 성장지에 따라

서는 도시 규모가 큰 곳에서 자랄수록(p<0.01), 가계월

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p<0.001) 모의 

로하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3. 자녀의 식습관은‘식후 주변정리’가 3.64점으로 가장 

좋았고, 그 다음은‘식후 이 닦기’(3.51점),‘음식 먹기 

전 손 씻기’(3.50점),‘음식 흘리지 않고 먹기’(3.44점) 

순이었고, 반면에‘매일 우유 한잔 마시기’(2.64점)와 

‘인스턴트식품 잘 안 먹기’(2.69점) 등의 항목에서 상

대적으로 좋지 않은 식습관 태도를 보였으며 모의 로

하스 수준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로하스 집단

의 어머니를 둔 자녀가 보통의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

를 둔 자녀 혹은 이기적/무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식습관 태도를 나타내었다

(p<0.01~p<0.001). 

4. 자녀의 식행동을 분석한 결과, 결식 빈도는‘결식을 하

는 편이다.’가 40.8%로 가장 많았고, 간식 횟수는 

‘주 2~4회’가 40.8%로 가장 많았으며, 식사 속도는 

‘빠른 편이다.’가 47.4%로 가장 많았고, 식사 양은 

‘보통이다.’가 61.7%로 가장 많았다. 모의 로하스 라

이프스타일 수준에 따라서는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44.8%)가 보통의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30.0%) 혹은 이기적/무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30.7%)에 비해 유의하게‘식사 양이 많은 편이

다.’에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p<0.05). 

5. 자녀의 일상생활습관은‘즐겁고 유쾌한 생활유지를 위

해 노력하는 편’이 3.4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규

칙적인 취침시간’(2.58점),‘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생활 

유지’(2.63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영양섭취 태도

는‘매일 밥을 챙겨 먹는다.’가 3.41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에‘기름요리 섭취 자제하기’가 2.80점으로 가장 

낮았다. 모의 로하스 수준에 따라서는 로하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를 둔 자녀일수록 높은 일상생활습관 태도

를 나타내었고(p<0.05~p<0.001), 영양섭취 태도 면에서

도‘매일 야채 섭취하기’,‘매일 밥 챙겨 먹기’,‘과자 

및 사탕류 섭취 자제하기’,‘기름요리 섭취 자제하기’ 

등의 항목에서 로하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를 둔 자녀

일수록 좋은 영양섭취 태도를 나타내었다(p<0.05~ 

p<0.001). 

6. 자녀의 운동 수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신체활동 정도

는‘보통이다.’가 50.0%로 가장 많았고, 운동에 대한 

선호도는‘좋아하는 편이다.’가 46.7%로 가장 많았으

며, 운동 참여 자세는‘적극적인 편이다.’가 41.3%로 

가장 많았고, 주당 운동 빈도는‘주당 1~2일 이하’가 

62.5%로 가장 많았고, 1일 운동 시간은‘30분 이상’이 

47.0%로 가장 많았다.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수준

에 따라서는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가 노메

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 혹은 이기적/무관심 집단

의 어머니를 둔 자녀 보다 유의하게 신체활동 정도, 

운동에 대한 선호도, 운동 참여 자세, 주당 운동 빈도, 

1일 운동 시간 등이 높게 나타났다(p<0.05~p<0.001).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모의 로하스라이프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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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식습관, 식행동, 일상생활습관, 운

동실시상황 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모의 로하스라이프스

타일 수준이 자녀의 식습관, 영양과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가정 내 건강과 환경

을 고려한 로하스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

생활관리자인 모의 로하스적 라이프스타일 정착이 매우중요

하다고 사료된다. 모의 효과적인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역할 

정립을 위해서는 정부, 산업체, 대학교 등에서 다양한 교육

과 홍보 및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모를 대상으로 한 구

체적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생활 실천 기술 교육이나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 개발, 로하스 식생활 교실 및 

상담실 설치 운영, 로하스 라이프 식생활 실천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배포, 구체적인 로하스 식생활 역할 직무교육과 능

력 배양을 위한 연수기회의 주기적 제공 등 체계적이고 구

체적인 로하스 식생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보다 더 질적으로 우수하고 합리적

인 건강한 로하스 식생활 정착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정 내 

식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자녀의 건강 나아가 가

족, 국민 건강에 기여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올바른 식품 선택 판단 능력 없이 기호성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모(母)

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로하스적 식생활라이프스타일 태

도가 자녀의 식습관, 식행동, 건강생활습관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에 그 의의를 둘 수 있

다. 하지만 모(母)에게 직접 설문하는 형식이 아닌 자녀가 

인지하는 모의 라이프스타일을 조사하였기에 모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않는 자녀의 경우 모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태도를 정확히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일반화시

키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지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좀 더 광범위하게 모와 자녀의 쌍표본 추

출 및 가족을 통해 가정 내 로하스 식생활 환경 정착의 라

이프스타일 요인을 규명해나갈 필요성이 요구된다. 나아가 

연구 대상을 확대해 식품 생산자, 소비자, 외식업체 종사원 

등 국민 전체 대상의 로하스 식생활 환경 정착의 라이프스

타일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개인과 가족의 건강

뿐만 아니라 국민전체의 건강한 로하스 식생활 정착에 이바

지해 나가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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