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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 환경의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소비가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등에대한사회적관심이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전반

적인 책임의식을 강조한 ‘로하스(LOHAS)’ 라이
프스타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Kong 
LL et al 2014; Lee YJ 2010; Park HS 2006). 로하
스(LOHAS)는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
bility, LOHAS)”의 약자로 건강, 환경, 사회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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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a mother’s LOHAS lifestyle propensity, healthy 
dietary life, and nutrient intake perceived by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subjects consisted of 376 
Chinese 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below. The mother's LOHAS attitude index 
was 76.02 points out of a perfect score of 100 points. High LOHAS attitude factors of mothers were 'health', 
whereas 'social welfare' scored low. The highest LOHAS attitude items of mothers that Chinese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was 'My mother uses health food, organic food, clean food'(4.26 points). Males who lived 
on their own in a large city and have normal BMI (18.5～22.9 kg/m2) perceived a high mother's LOHAS 
score. The highest food habit variables are 'eating without spilling food' 'cleaning up after meals around' and 
'washing my hands before meals'. The highest healthy dietary life item is 'I try to maintain a pleasant and 
enjoyable life'(3.83 points). The highest nutrient intake attitude score is 'I tend to eat yellowish-green vegeta-
bles every day.'(3.92 points). According to mother's LOHAS lifestyle score, it was verified that the higher 
mother's LOHAS lifestyle score, the higher children's food habit, healthy dietary life, and nutrient intake score 
are. Mother’s environment-friendly LOHAS attitude index has a meaningful impact on the child’s food habits, 
healthy dietary life, and nutrient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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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발전, 지속가능한 삶에 가치를 둔 소비 스타
일로 웰빙 개념이 보다 확장되어 자신의 건강뿐

만아니라, 후대에물려줄지속가능한(sustainabi-
lity) 소비기반을 생각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의미
한다(Lee YJ 2011; Nancy W 2005). 
로하스소비집단이증가하면서전세계적으로

아이들의건강에관심이많은주부들을타깃으로

한유기농식품및세제뿐만아니라, 재생섬유, 환
경 친화적인 생활용품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나
아가 재활용에너지, 자원효율 상품, 친환경적 건
물 및 산업재, 생태관광 등이 포함되는 지속가능
한 경제 관련시장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

고되고있다(Go JW et al 2010; Steve F․Gwynne 
R 2005; Kwon YJ et al 2007; Park HS 2006). 미국
의 내추럴마케팅연구소(NMI)의 보고에 의하면

2010년기준으로미국의로하스관련소비규모가
290억달러에달하고있고, 로하스소비자는전체
소비자의 41%에 해당된다고 한다(Kong LL et al 
2014). 일본의경우도약 30%가로하스소비자인
것으로나타났고, 최근로하스잡지사의보고에따
르면일본의주부들은밥상을 ‘보다건강하게, 보
다더자연에가깝게’ 하는데많은관심을보이고
있다고 한다(Seo DG․Joo HS 2008). 국내의 경
우, 2010년 기준로하스 소비자가 전체 소비자의
37%에해당되고로하스인증기업도 21개기업으
로 증가했다고 보고된다(Korea Standard Asso-
ciation, 2010).
이처럼 로하스 산업시장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높고, 정부와사회간의유기적협력이활
발한선진국시장을중심으로발달하고있다(Park 
JG 2010; Kim YH․Youn HW 2014). 또한, 로하
스소비자들은가족에게건강음식을제공하는것

을 우선시하고, 환경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바구니 사용, 천으로 만든 기저귀나
생리대사용, 일회용품사용줄이기, 프린터의 카
트리지재활용등을실천하며, 사회, 경제, 환경적
토대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세대

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높은 관

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Lee YJ 2011; 
Lee YJ 2010; Kim YS 2010; Joo HS et al 2008; 
KOTRA 2005). 
더욱이 가정 내 식생활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어머니들은가족의건강, 환경및행복한삶을고
려한로하스메뉴와건강조리법, 친환경식사제
공에관심을갖고, 무공해, 유기농친환경식자재
를 고르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기에서성인기로전환하는과도기의연령층인대

학생은육체적․정신적활동이활발한시기로이

때의 영양섭취나 건강식습관 태도는 장년 및 노

년기의건강대비에매우중요하여(Cheong SH et 
al 2007), 이들 대학생 자녀의 건강식습관 형성, 
영양섭취, 건강생활습관유지를위해어머니의로
하스라이프스타일적식생활관리역할은매우필

요하게 되었다(Lee YJ 2010; Lee YJ 2009). 
한편, 중국은 우리와가장 이웃한 나라로한류

열풍의 중심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높은 경제성
장으로 인해 높아진 문화 욕구와 구매력으로 인

해 한국제품 중에도 친환경적인 로하스 제품에

대한소비가증대되고있다. 더욱이최근에웰빙, 
환경보전, 기후변화, 저탄소 녹색성장 등의 이슈
가 대두되면서 건강과 환경, 사회를 두루 고려하
면서도감성적이고자아를중시하는로하스소비

자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정치, 경제, 문화등의여러측면에서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중국시민들은자연스럽게다른국가의문화

와가치관및의식등을폭넓게접하면서국가시

민성의 덕목과 더불어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서타인을배려하고도와주는공동체의식이필요

하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로하스 소비 스타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JY․Ahn 
KM 2012; Kang WS․Li MQ 2009). 더욱이 2006
년을 시작으로 중국에서 로하스라는 용어가 각

매체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도시마다
쓰레기분리수거, 에너지절약, 자동차구매시보
조금 지불 정책, 저탄소 소비 등 친환경 생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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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의식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에
서 수입하는 제품 중 로하스 제품에 대한관심이

증가하고있는실정이다(Kim JY․Ahn KM 2012; 
Sim Y․Kim ND 2012). 
또한 중국 내에서 유기농과 천연 재료들만 취

급하는식품점과레스토랑, 재생가능한에너지를
생산하는기업과로하스를추구하는식품기업들

이 늘어나고 있고, 수입하는 한국 제품들 중에서
도 친환경 로하스제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실정이다. 더욱이부모의로하스성향태도가
자녀의건강생활습관에미치는영향도크다는인

식이 확산되고있는실정이다(Lee YJ 2010; Choe 
YJ․Min HS 2009; Kim YJ et al 2006). 이러한
시점에중국대학생을대상으로중국어머니의로

하스 소비 성향태도와 건강식생활 태도 등을 살

펴보고향후중국진출을모색하는로하스적외식

기업체에게 중국 고객에 대한 마케팅적 기초 자

료를제공함과더불어중국내에서올바른로하스

소비 스타일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한편, 지금까지 로하스와 관련한 연구로는 주

로로하스소비의식과로하스상품소비연구(Kim 
YH․Youn HW 2014; Kim YS 2010; Go JW et 
al 2010; KOTRA 2005)가많았고, 로하스 성향과
식생활을관련지은연구로는로하스성향과메뉴

선택 및 식행동 관련한 연구(Choi YL․Kim TH 
2013; Lee YJ 2011; Cho WJ 2009; Kim M․Lee 
YJ 2009; Kwon YJ et al 2006, 2007)가 대다수를
이루었고, 그 외 로하스(LOHAS) 수준과 급식품
질관련 연구(Lee YJ 2009) 등이있다. 하지만우
리와 가장 이웃한 나라이면서 한국의 로하스 제

품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고 있는 한류열풍의 중

심국가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 내 핵심

식생활관리자인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과 대학생

자녀의건강식생활태도와의관련성을다룬연구

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국대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과

건강식생활 태도를 살펴보고, 중국인들의 로하스
소비 성향분석과식생활 태도 이해를 통해 향후

중국진출을 모색하는 로하스적 외식기업체에게

중국 소비자에 대한 마케팅적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 나아가 중국내 로하스 소비 태도의 확산을
통한범세계적인건강식생활정착에대한실무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어머니가 있는 중국 북

경 소재의 중국대학생으로 임의표본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본인이인지하는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 태도와 본인의 건강식생활 관련 행

동을조사하기위하여선행연구결과(Lee YJ 2011; 
Cho WJ 2009; Kwon YJ et al 2007)와 예비 조사
를바탕으로도출된로하스라이프스타일요인을

적용하여 본 조사는 2014년 8월 1일부터 8월 30
일에걸쳐실시하였다. 총 450부의설문지를배포
하여회수된설문지는 420부로회수율은 93.3%였
으며, 이중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항목이 많은 설
문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설문지는 376부
(83.6%)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조사에 사용된설문지및도구는관련논문

및 문헌, 간행물 등(Lee YJ 2011; Lee YJ 2010; 
Chung HJ et al 2008; Kim JW et al 2008; Kim 
YJ et al 2006; Nancy W 2005)을참고하여문헌조
사분석을실시하고, 아울러심층면접분석을통해
본연구에적용할수있는내용을발췌하여본연

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본연구의조사내용은크게 3개의부분으로구

성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 측정문항
은 Lee YJ(2011), Lee YJ(2010), Nancy W(2005) 
등의연구를참고하여기존의로하스라이프스타

일 측정문항인 건강관리성, 친환경성,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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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원절약, 가족지향성 등의 5개 영역 20문항
에 대해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때, 각
로하스 성향지수는 미국 자연마케팅연구소(Na-
tural Marketing Institute)의 로하스저널(LOHAS 
Journal)에서실시하였던측정방법을근거로하여
본 연구에서는 5개 영역별 20점을 합산하여 100
점 만점에 80～100점일 때 로하스(LOHAS)집단
(가족의 건강, 지구의 환경, 자기계발 및 사회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구매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 60～79점일 때 노메딕(NOMA-
DICS) 집단(상당한 관심,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연관성에따라의지, 이상, 환경적기조등이일관
되지 않는 소비자), 20～59점일 때 이기주의

(CENTRISTS), 건강과지속가능성이가장마지막
구매결정요인이 되는 소비자) 및 무관심(INDIF-
FERENTS) 집단(그날 그날의 이벤트에 따르며, 
미래에 대해 별로 고려하지 않고 무관심한 소비

자)으로조작하여로하스성향지수를측정하였다. 
둘째, 건강식생활과관련한건강생활습관, 건강식
습관 및 건강영양섭취태도 문항은 선행연구(Lee 
YJ 2011; Cho SH․Kim YS 2010; Choi MK et al 
2010; Choi SN․Chung NY 2010; Kim MJ 2010; 
Choe YJ․Min HS 2009; Kim KH 2009; Seo JY 
et al 2008)에서사용되었던문항을수정보안하여
사용하였고, 건강생활습관은취침시간, 식사시간, 
놀이친구, 평소 본인의 성격,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도등의 5문항에대해 5점 Likert를실시하였다. 
건강식습관은 식사횟수 및 규칙성, 결식빈도, 식
사량, 식욕, 식사분위기, 식사속도, 간식횟수, 과
식 횟수, 건강보조식품 복용 여부, 음식 먹기 전
손 씻기, 음식 흘리지 않고 먹기, 음식 뒤적이지
않기, 올바른식사태도, 고른음식섭취, 식후주변
정리, 식후 이 닦기, 식사시간 지키기, 아침식사
등 20개문항에대해 5점 Likert를실시하였고, 각
항목별 5점 만점에 20문항을 합산해 전체 100점
만점으로식습관태도점수를부여하였다. 건강영
양섭취상태는 편식, 고기, 생선, 계란, 콩류섭취, 
우유제품 섭취, 녹황색 야채섭취, 기타야채 섭취, 

과일 섭취민도, 곡류의 섭취, 과자 및 사탕류 섭
취, 기름요리의 섭취 등 9문항에 대해 5점 Likert
를 실시하였다. 셋째, 일반 환경 조사 항목은 성
별, 가족형태, 어머니의학력수준, 거주형태, 주성
장지 등을 조사하였다.

3.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PC+20.0 pac-
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을
실시하였고, t-test, One-way ANOVA를통해유의
성을 살펴보았으며, 집단 간의 차이검증은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고,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대학생 자녀의 건강식생활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분

석한결과는 <Table 1>에서보는바와같이, 성별
로는남자가 46.5%, 여자가 53.5%이었으며,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83.2%, 확대가족이 16.8%이었
다. 어머니의학력수준은고졸이 40.4%로가장많
았고, 그 다음은 대졸 33.0%, 중졸 이하가 26.6%
이었다. 거주형태는 자택 78.2%, 기숙사 18.6%, 
기타 3.2%이었고, 주성장지는 대도시 61.4%, 중
소도시 34.0%, 농어촌 4.5% 순이었으며, 가계월평
균 소득은 200～299만원이 50.3%로 가장 많았
다. 

2. 자녀가 인지하는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

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 자녀가 인지하는 어

머니의 로하스 성향 점수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점 만점에 평균 76.02점으로 로하
스지수 중 보통수준인 노메딕 집단에 속한다고

인지하는경우가많았다. 어머니의로하스성향은
건강지향(4.10점)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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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다음은가족지향(4.04점), 자원절약지향(3.78
점), 친환경지향(3.69점) 등의순이었고, 사회복지
지향(3.40점)에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각
항목별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 점수는 ‘나의 어머
니는 건강식품, 자연식품, 무공해 식품을 이용하
는 편이다.’에 4.26점으로 가장높은 점수를 부여
하였고, 그다음은 ‘나의어머니는신선한야채와
과일을 자주 먹는다.(4.20점)’, ‘나의 어머니는 가
족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편이다.(4.19점)’, ‘나의
어머니는 매사에 나 자신보다는 가족들을 먼저

챙기는 편이다.(4.19점)’, ‘나의 어머니는 본인 건
강보다는 가족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08점)’ 등의 순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반면에, ‘나의 어머니는 주말에 사회봉사활동을
한다.’에 3.2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
고, 그다음은 ‘나의어머니는지역사회에서실시

하는 캠페인이나 봉사단체에 참가한다.(3.41점)’, 
‘나의 어머니는 지역사회의 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보호 관련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3.44
점)’, ‘나의 어머니는 개인보다 사회전체를 생각
하는 생활을 영위한다.(3.48점)’, ‘나의 어머니는
친환경제품의유익을적극홍보한다.(3.56점)’ 등
의 순으로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성별에 따라
서는대부분의항목에서남학생이여학생보다어

머니의 로하스 성향 수준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

다(p<0.05～p<0.001). 본 연구 결과, 중국대학생
들은어머니의로하스라이프스타일중건강지향

에가장높은인식을가지고있는반면에, 사회복
지지향에 가장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Sim Y․Kim ND(2012)
의중국상하이, 베이징, 청두, 칭다오를중심으로
한대도시소비자의로하스성향에관한연구에서

는 로하스 성향점수가 7점 만점에 5.86점이었고, 
자기건강에대한관심태도가 6.09점, 사회․환경
에 대한 관심 행동 5.53점으로 건강지향 성향이
사회․환경지향성향보다높게나타나, 본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한국의 중․고․대
학생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로하스라이프스타일

을 조사한 Lee YJ(2011)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로하스 라이프스타일 중 가족지향에 가장 높은

인식을가지고있는반면에, 사회복지지향에가장
낮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어머니가 가족지향을, 중국의어머니가 건강지향
을 가장높게 인지한다는 점에서 국가 간에 약간

의 차이가 보였다. 이를 통해 중국진출을 모색하
는한국의외식기업체들은중국의어머니들이건

강지향에높은관심이있음을인식하고, 건강관련
식품이나메뉴상품생산에좀 더 많은 노력을기

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3. 조사대상자의 환경변인별 어머니에 대

한 로하스 수준 평가

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의 환경변인별 어머

니에대한로하스수준평가를분석한결과는 <Ta

Variable Group N(%)

Gender 
Male 175( 46.5)

Female 201( 53.5)

Family type 
Nuclear 313( 83.2)

Extended 63( 16.8)

Residence 
type 

Own 294( 78.2)

Dormitory 70( 18.6)

Other 12(  3.2)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100( 26.6)

High school 152( 40.4) 

≥University(college)  124( 33.0)

Main growth 
area 

Large city 231( 61.4)

Middle․small city 128( 34.0) 

Fishing․agricultural villages  17(  4.5)

Monthly 
income(￦) 

≤1,999,999 125( 33.2)

2,000,000～2,999,999 189( 50.3)

3,000,000～3,999,999 41( 10.9)

≥4,000,000 21(  5.6)

Total 376(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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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Variable Total
Gender

T-value
Male Female

Factor 1
Health 

oriented

Using health food, organic food, clean food.  4.26±0.791) 4.50±0.73  4.05±0.792) 5.712***

Wanting to do exercise for beauty art or health. 3.94±0.96 4.09±0.96 3.81±0.92 2.791***

Having thing which do actively for health. 3.98±0.85 4.14±0.80 3.84±0.86 3.444***

Eating fresh vegetable and fruit for health. 4.20±0.75 4.31±0.80 4.11±0.69 2.634**

Total mean 4.10±0.69 4.26±0.68 3.95±0.68 4.363***

Factor 2
Environment-

friendly

Prefering environment-friendly product. 3.93±0.86 4.10±0.81 3.77±0.88 3.813***

Advertising actively benefit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

3.56±0.90 3.71±0.93 3.41±0.86 3.189**

Using environment-friendly product for society whole 
welfare.

3.66±0.78 3.76±0.76 3.57±0.79 2.420*

Concerning about environment-friendly protection policy 
of the country 

3.63±0.80 3.77±0.85 3.51±0.74 3.187**

Total mean 3.69±0.72 3.84±0.71 3.57±0.70 3.710***

Factor 3
Social 
welfare
oriented

Participating in environmental protection service activity 
of local community.

3.44±0.86 3.62±0.88 3.28±0.82 3.852***

Taking part in campaign or service group enforcing in 
local community.

3.41±0.86 3.51±0.56 3.33±0.86 2.048*

Doing community service activity at weekend. 3.25±0.89 3.24±0.85 3.26±0.93 —0.230

Running life that think society whole than individual. 3.48±0.89 3.58±0.89 3.40±0.88 1.908

Total mean 3.40±0.72 3.49±0.68 3.32±0.74 2.246*

Factor 3
Family 
oriented

Thinking that family's health is more important than her 
health.

4.08±0.84 4.31±0.77 3.88±0.85 5.132***

Thinking that her family is more important than her in 
all things.

4.19±0.77 4.31±0.69 4.07±0.82 3.078**

Communicating with the family. 4.19±0.69 4.29±0.61 4.10±0.74 2.585**

Participating in cultural events with family. 3.72±0.78 3.76±0.73 3.69±0.83 0.854

Total mean 4.04±0.63 4.17±0.51 3.94±0.69 3.665***

Factor 2
Resource 

saving 
oriented

Considering food garbage and eat only a little bit. 3.88±0.87 4.02±0.81 3.77±0.91 2.844**

Recycling dress that do not wear for environment 
protection  or gets in the recycling center.

3.70±0.83 3.90±0.76 3.52±0.85 4.581***

Using refill goods. 3.64±0.76 3.71±0.79 3.58±0.73 1.671

Using habitually electric fan than air conditioner in the 
summer.

3.91±0.90 4.13±0.78 3.72±0.67 4.561***

Total mean 3.78±0.63 3.94±0.59 3.65±0.63 4.646***

Overall Total 78.76±10.24 73.58±11.56 76.02±11.25 4.580***

Total mean 3.78±0.63 3.94±0.59 3.65±0.63 4.646***

1) Means±S.D, 2) 5-point Likert Scale(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 p<0.05, ** p<0.01, *** p<0.001.

<Table 2> Mother's LOHAS lifestyle attitude score that subjects perce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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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 3>에서보는바와같다. 성별에따라서는남학
생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78.76점)이
여학생이 인지하는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73.58
점)보다 높았다(p<0.0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고, 거주형태에따라
서는 자택(77.08점) 거주 중국대학생이 기숙사

(71.86점) 혹은기타(자취등) 거주대학생보다어
머니의 로하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다

(p<0.01). 어머니의학력 수준에따라서는유의한
차이가나타나지않았고, 주성장지에따라서는도
시 규모가 큰 곳에서 자란 자녀일수록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고(p<0.05), 

가계월평균소득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나타

나지않았다. 이와관련하여 Kwon YJ et al(2006)
의 연구에서는 한국의 소비자 특성별 로하스 수

준이소비자의연령이높고, 여성이 남성보다, 기
혼이 미혼보다, 소득이 높을수록 로하스 태도가
높다고 보고되며, 일본은 여성이 남성보다, 특히
30대 전반 여성, 대학졸업 이상, 연수입 6백만엔
이상의 집단이 로하스 태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내추럴 비즈니스 연구소(KNBI)의
보고에 의하면, 2006년 한국의 로하스소비자를
조사한결과, 로하스소비자비율은남자보다여성
이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지역은

Variable Group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78.76±10.24

4.580***

Female 73.58±11.56

Family type 
Nuclear 75.62±11.158

—1.414
Extended 77.73±11.59

Residence type 

Own 77.08±10.55a

6.559**Dormitory 71.86±13.92b

Other 72.67±3.50b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75.48±12.28

1.238High school 75.32±9.65

≥University(college) 77.33±12.17

Main growth area 

Large city 77.20±10.55a

3.748*Middle․Small city 74.35±12.39ab

Fishing․Agricultural villages 72.06±9.63b

Monthly income(￦) 

≤1,999,999 75.23±10.32

0.722
2,000,000～2,999,999 76.64±12.12

3,000,000～3,999,999 74.69±8.69

≥4,000,000 77.67±12.72

Total 76.02±11.25

Total Mean 3.80±0.56
1)

 Means± SD, * p<0.05, ** p<0.01, *** p<0.001.
a～c 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Table 3> Mother's LOHAS lifestyle attitude sco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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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강원권이, 소득이높은계층일수록, 
직업별로는 경영전문직․전업주부의 로하스소비

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ark HS 2006). 

4. 어머니의 로하스(LOHAS) 수준에 따른

자녀의 건강식습관 태도

본연구의대상자인중국대학생자녀의건강식

습관 태도를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에 따라 분석

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개
문항을 5점 리커트로 측정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6.25점으로 보통 이상의 건강식습관 태도
점수를 나타내었다. 각 항목별로는 ‘음식 흘리지

Variables

LOHAS index 

Total F-valueINDIFFERENTS, 
CENTRISTS

(20～59) 

NOMADICS
(60～79) 

LOHAS
(80～100) 

I have three meals a day. 3.27±1.22c1) 3.77±0.79b 4.14±0.83a2) 3.88±0.87 15.285***

I eat a regular time each day. 3.07±1.16c 3.66±0.79b 4.16±0.66a 3.81±0.83 29.830***

I do not eat junk food. 2.65±0.89c 3.39±0.74b 3.87±0.77a 3.52±0.83 34.387***

I don't have skipping. 3.15±0.67c 3.54±0.75 4.15±0.66a 3.75±0.79 40.333***

I eat the right amount of meal. 3.27±0.73c 3.63±0.69b 4.33±0.57a 3.86±0.75 59.994***

I drink a glass of milk every day. 2.19±0.85c 3.34±0.70b 3.63±0.91a 3.37±0.87 36.199***

I should eat in a pleasant atmosphere. 3.12±0.11c 3.72±0.59b 4.22±0.68a 3.87±0.71 45.110***

I eat food slowly. 2.77±1.14c 3.53±0.72b 3.86±0.98a 3.61±0.90 19.254***

I don't eat well snacks before each meal. 2.38±0.90b 2.85±0.97a 2.88±1.11a 2.83±1.03  2.705

I will not overeating. 2.77±0.82a 3.51±0.79b 4.08±1.13a 3.68±1.01 28.955***

I consider the nutritional intake of the food. 3.42±0.58b 3.64±0.42b 4.33±0.66a 3.89±0.72 56.412***

I wash my hands before meals. 3.85±0.61b 3.97±0.77b 4.61±0.65a 4.21±0.78 38.461***

I eat without spilling food. 3.88±0.71b 4.23±2.21ab 4.69±0.55a 4.39±1.70  4.453*

I eat food without seeking out. 3.81±0.85b 3.98±0.63b 4.56±0.66a 4.19±0.72 38.081***

I have the right eating attitude. 3.08±0.39c 3.73±0.61b 4.56±0.55a 4.01±0.74   123.344***

I have a balanced diets. 3.15±0.67c 3.60±0.66b 4.54±0.69a 3.94±0.83 99.664***

I will clean up after meals around. 3.92±0.98b 3.95±0.72a 4.68±0.54a 4.23±0.76 51.920***

I take the toothbrush after dinner. 2.92±0.89c 3.60±0.74b 4.28±0.91a 3.82±0.91 44.832***

I keep a good meal. 2.73±0.78c 3.44±0.73b 4.01±0.91a 3.61±0.88 38.111***

I keep eating breakfast. 2.92±0.69c 3.46±0.83b 4.18±0.76a 3.70±0.89 47.863***

Total 62.35±5.78c  72.58±7.75b 84.30±8.27a 76.25±10.31  136.80***

Total mean 3.12±0.29b 3.63±0.39a 4.21±0.41a 3.81±0.52  136.80***

1) Means± SD, 2) 5-point Likert scale(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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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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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먹기(4.39점)’가가장높은 건강식습관 태도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은 ‘식후 주변 정리하기
(4.23점)’, ‘음식 먹기 전 손 씻기(4.21점)’, ‘음식
뒤적이지않기(4.19점)’, ‘올바른식사태도(4.01점)’ 
등의 순으로 높은 건강식습관 태도 점수를 나타

내었다. 반면에, ‘식사 전 간식 안 먹기(2.83점)’, 
‘매일우유한잔마시기(3.37점)’, ‘인스턴트식품
잘 안 먹기(3.52점)’, ‘식사 시간 지키기(3.61점)’ 
등의항목에서상대적으로좋지않은건강식습관

태도점수를나타내었다. 어머니의로하스수준에
따라서는대부분의항목에서로하스수준이높은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중국대학생 자녀가

가장 높은 건강식습관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보통의노메딕집단의어머니를둔자녀, 낮은이
기적․무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 등의 순

으로어머니의로하스수준이높을수록건강식습

관 태도를 나타내었다(p<0.01～p<0.001). 

5. 조사대상자의 환경변인별 건강식습관

태도 점수

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의 환경변인별 건강

식습관태도점수를 20개문항에 5점리커드척도
를 사용해분석한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인지하는 건

Variable Group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78.76±8.82

(4.496***)
Female 74.06±11.03

Family type 
Nuclear 76.35±10.12

(0.382)
Extended 75.83±11.18

Residence type 

Own 78.07±9.58a

23.523***Dormitory 70.39±11.07b

Other 66.67±2.31b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74.50±11.94b

7.919***High school 74.96±8.12b

≥University(college) 79.19±10.68a

Main growth area 

Large city 77.41±9.99a

3.703*Middle․small city 74.51±10.90b

Fishing․agricultural villages 74.00±8.22b

Monthly income(￦) 

≤1,999,999 76.81±10.88

1.198
2,000,000～2,999,999 75.57±10.32

3,000,000～3,999,999 78.46±9.03

≥4,000,000 74.62±8.86

Total 76.25±10.32

Total mean 3.81±0.52
* p<0.05, ** p<0.01, *** p<0.001.
a～c Means in th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Food habit sco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한국조리학회지 제 21권 제 4호(2015)110

강식습관 점수(78.76점)가 여학생이 인지하는 건
강식습관 점수(74.0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p< 
0.001). 가족형태에 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나타
나지 않았고,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자택 거주

(78.07점)가 기숙사(70.39점) 혹은 기타(자취 등, 
66.67점) 거주 대학생보다 건강식습관 점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어머니의 학력 수
준에따라서는어머니의학력수준이높을수록건

강식습관점수가높은것으로 나타났고(p<0.001), 
주 성장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에서 자란 대학생

(77.41점)이 중소도시(74.51점)나 농어촌(74.00점)
에서 자란 대학생보다 건강식습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인지하였고(p<0.05), 가계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6. 어머니의 로하스(LOHAS) 수준에 따른

자녀의 건강생활습관

자녀의 건강생활습관 태도를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6>에서 보는

바와같다. 전체적으로자녀의건강생활습관태도
는평균 5점만점에 3.60점의보통수준을나타내
었고,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에 따라서는 로하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를 둔 자녀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태도(로하스집단

3.98점, 노메딕집단 3.46점, 이기적․무관심 집단

2.70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각

항목별로는 ‘즐겁고 유쾌한 생활유지를 위해 노

력하는편’이 3.83점으로가장높은건강생활습관

태도를보였고, 그다음은 ‘규칙적인식사시간유

지’(3.67점),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하기’ 

(3.59점) 등의 순이었다. 반면에, ‘규칙적인 취침

시간’(3.45점),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생활 유지’ 

(3.49점) 등의항목에서상대적으로좋지 않은건

강생활습관태도를보였다. 어머니의로하스수준

에 따라서는 모든 항목에서 로하스 수준이 높은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자녀가가장 높은바

람직한 건강생활습관 태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보통수준의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 로

하스수준이낮은이기적․무관심집단의어머니

를 둔 자녀 순으로 나타나, 로하스 수준이 높은

어머니를둔중국대학생자녀일수록유의하게높

은 바람직한 건강생활습관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Variables

LOHAS index

Total F-valueINDIFFERENTS, 
CENTRISTS

(20～59)

NOMADICS
(60～79)

LOHAS
(80～100)

Healthy 
dietary 

life 

I tend to have a regular bedtime. 2.58±1.02c 3.28±.0.86b 3.85±0.95a 3.45±0.98 28.789***

I tend to keep regular meal times. 2.69±0.79c 3.50±0.75b 4.07±0.87a 3.67±0.89 41.455***

I will exercise regularly for good health. 3.04±0.53c 3.42±0.68b 3.94±0.83a 3.59±0.79 29.993***

I try to maintain a pleasant and enjoyable 
life.

2.77±0.91c 3.65±0.65b 4.27±0.59a 3.83±0.77 75.181***

I do not tend to stress about everyday 
life.

2.42±0.76c 3.42±0.92b 3.78±0.92a 3.49±0.97 25.677***

Total mean 2.70±0.58c 3.46±0.53b 3.98±0.68a 3.60±0.69 64.302***

1) Means±SD, 2) 5-point Likert Scale(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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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lthy dietary life score of the subjects by mother's LOHA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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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사대상자의 환경변인별 건강생활습관

점수

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의 환경변인별 건강

생활습관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바와같이 5점만점에 3.60점으로보통수준
이상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서는 남학생(3.74
점)이 여학생(3.49점)보다 높았다(p<0.001). 가족
형태에따라서는유의한차이가나타나지않았고, 
거주형태에따라서는자택거주(3.73점)가기숙사
(3.12점) 혹은 기타(자취 등, 3.37점) 거주 대학생
보다건강생활습관점수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p<0.001).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

이상(3.85점)이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고졸(3.60
점), 중졸 이하(3.31점)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의
학력이높을수록자녀의건강생활습관점수가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주 성장지에 따라
서는대도시에서자란대학생(3.74점)이중소도시
(3.39점)나 농어촌(3.44점)에서 자란 대학생보다
건강생활습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 
0.001), 가계월평균소득에따라서는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 

8. 어머니의 로하스(LOHAS) 수준에 따른

자녀의 건강영양섭취 태도

Variable Group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3.74±0.66

3.556***

Female 3.49±0.69

Family type 
Nuclear 3.60±0.67

—0.444
Extended 3.64±0.76

Residence type 

Own 3.73±0.62a

26.376***Dormitory 3.12±0.79b

Other 3.37±0.31b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3.31±0.71c

18.765***High school 3.60±0.62b

≥University(college) 3.85±0.66a

Main growth area 

Large city 3.74±0.67a

11.485***Middle․small city 3.39±0.69b

Fishing․agricultural villages 3.44±0.40b

Monthly income(￦) 

≤1,999,999 3.63±0.78

0.438
2,000,000～2,999,999 3.57±0.71

3,000,000～3,999,999 3.69±0.34

≥4,000,000 3.55±0.30

Total mean 3.60±0.69
1) Means± S.D, 2) 5-point Likert scale(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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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Healthy dietary life sco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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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 자녀의 건강영양섭

취 태도를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
로 자녀의 건강영양섭취태도는 평균 5점 만점에
3.70점의보통이상수준을나타내었고,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에 따라서는 로하스 수준이 높은 어

머니를둔자녀일수록유의하게높은건강영양섭

취태도(로하스집단 4.08점, 노메딕집단 3.53점, 이
기적․무관심집단 3.00점)를보이는것으로나타
났다(p<0.001). 각 항목별로는 ‘매일 녹황색채소
섭취하기(3.92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고, 그 다음은 ‘매일 기타 야채섭취하기(3.89점)’
로나타나, 야채섭취면에서가장좋은영양섭취
태도를보였고, 그다음은 ‘기름요리섭취자제하

기(3.82점)’, ‘과자 및 사탕류 섭취 자제하기(3.74
점)’, ‘편식하지 않기(3.72점)’ 등의 순으로 좋은
영양섭취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매일 고기, 생
선, 계란, 콩류 섭취하기(3.41점)’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그 다음은 ‘매일 우유
및 유제품 섭취하기(3.50점)’, ‘매일밥 챙겨 먹기
(3.62점)’, ‘매일 과일 섭취하기(3.69점)’ 순으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영양섭취 태도를 보였다. 
어머니의로하스수준에따라서는모든항목에서

로하스 수준이 높은 로하스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가가장바람직한건강영양섭취태도를보였

고, 그 다음은 보통수준의 노메딕 집단의 어머니
를 둔 자녀, 로하스 수준이 낮은 이기적․무관심
집단의 어머니를 둔 자녀 순으로 나타나, 로하스

Variables

LOHAS index

Total F-valueINDIFFERENTS, 
CENTRISTS

(20～59)

NOMADICS
(60～79)

LOHAS
(80～100)

Nutrient 
intake

I don't have an unbalanced diet. 3.15±0.97c 3.58±0.82b 4.03±0.83a 3.72±0.87 1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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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0.74c 3.33±0.77b 3.65±0.92a 3.41±0.86 16.629***

I tend to consume milk 
products every day.

2.85±0.67b 3.44±0.75a 3.69±0.84a 3.50±0.81 13.774***

I tend to eat yellowish-green 
vegetables every day.

3.19±0.63c 3.63±0.71b 4.47±0.80a 3.92±0.86 66.996***

I tend to eat other vegetables 
every day.

3.19±0.49c 3.62±0.70b 4.40±0.75a 3.89±0.82 65.435***

I tend to eat fruit daily. 2.96±0.66c 3.53±0.71c 4.05±0.87a 3.69±0.84 31.178*** 

I tend to eat rice everyday. 2.85±0.83c 3.41±0.70b 4.05±0.80a 3.62±0.83 45.753***

I tend to refrain from eating 
sweets and candies.

3.00±0.85c 3.54±0.75c 4.15±0.81a 3.74±0.86 37.584***

I tend to refrain from ingestion 
of cooking oil.

3.12±0.91c 3.63±0.62b 4.22±0.65a 3.82±0.73 49.574***

Total mean 3.00±0.50c 3.53±0.43b 4.08±0.59a 3.70±0.60 77.529***

1) Means± SD, 2) 5-point Likert Scale(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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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Nutrient intake score of the subjects by mother's LOHA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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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높은어머니를둔중국대학생자녀일수록

유의하게 높은 바람직한 건강영양섭취태도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9. 조사대상자의 환경변인별 건강영양섭취

태도 점수

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의 환경변인별 건강

영양섭취 태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9>

에서보는바와같이, 5점만점에 3.70점으로보통
수준이상으로나타났다. 성별에따라서는남학생
(3.79점)이여학생(3.62점)보다높았고(p<0.01), 가
족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자택 거주(3.76점)가
기숙사(3.50점) 혹은 기타(자취 등, 3.52점) 거주
대학생보다영양섭취태도점수가높은것으로나

타났다(p<0.01).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대졸이상(3.82점)이가장높았고, 그다음은고졸
(3.67점), 중졸 이하(3.60점) 순으로 나타나, 어머
니의학력이높을수록자녀의건강영양섭취태도

점수가높은것으로 나타났다(p<0.05). 주 성장지
와 가계월평균 소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0. 어머니의 로하스성향이 자녀의 건강식

습관 태도에 미치는 영향

Variable Group M±SD
F-value

(T-value)

Gender 
Male 3.79±0.55

2.721**
Female 3.62±0.63

Family type 
Nuclear 3.68±0.61

—1.619
Extended 3.80±0.53

Residence type

Own 3.76±0.59a

6.026**Dormitory 3.50±0.62b

Other 3.52±0.42b

Mother's Education

≤Middle school 3.60±0.59b

4.145*High school 3.67±0.63ab

≥University(College) 3.82±0.54a

Main growth area

Large city 3.75±0.58

1.853Middle․small city 3.62±0.65

Fishing․agricultural villages 3.63±0.31

Monthly income(￦)

≤1,999,999 3.76±0.61

1.225
2,000,000～2,999,999 3.64±0.63

3,000,000～3,999,999 3.78±0.36

≥4,000,000 3.50±0.57

Total mean 3.70±0.60
1) Means± SD, 2) 5-point Likert scale(1=disagree strongly, 5=agree strongly).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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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Nutrient intake scor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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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로하스성향이자녀의건강식습관태

도에 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는 <Table 10>에
서보는바와같다. 어머니의로하스성향과자녀
의 건강식습관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의 전체 설

명력(adjusted R2)은 53.0%로 나타났고, F통계량
값은 83.632이며, 유의도가 0.000으로 나타나, 이
회귀식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또
한, 각독립변수의유의성을판단하기위한 t값의
유의도에의해자녀의건강식습관태도에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로하스 변수는 ‘건강지
향(p<0.001)’, ‘친환경지향(p<0.01)’, ‘사회복지지향 
(p<0.001)’, ‘가족지향(p<0.001)’, ‘자원절약지향
(p<0.05)’ 등 모두 해당되었고, 이중 β계수 값이
0.212로크게나타난 ‘사회복지지향’이가장영향
력이큰항목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 ‘건강지향
(β: 0.188)’, ‘친환경지향(β: 0.182)’와 ‘가족지향
(β: 0.182)’, ‘자원절약지향(β: 0.120)’ 등의 순으
로 나타났다. 본연구 결과, 대학생 자녀를 둔 중
국인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사회복지지향적이

고, 건강지향적이며, 친환경적이고, 가족지향적이
며, 자원절약지향적일수록 자녀의건강식습관 태
도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소비자
의로하스태도는건강식습관, 식행동에도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Lee YJ(2011)은 어머
니의 로하스 성향이 자녀의 식품섭취, 건강식습
관, 식행동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
고, Kwon YJ et al(2007)은 외식소비자의 로하스
태도가높을수록건강외식지향, 건강식생활유지, 

건강메뉴주문행동이높다고보고하였다. 이를통
해 건강과삶의 질에 대한관심이 증대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내에서 로하스 제품에 대한 소비는

더욱늘어날것으로기대되어, 중국시장에수출하
는 우리외식기업들의 로하스 제품및 메뉴 출시

는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11.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자녀의 건강

생활습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자녀의 건강생활습관

태도에미치는 영향을분석한결과는 <Table 11>

에서보는바와같다. 어머니의로하스성향과자
녀의건강생활습관태도에대한회귀분석의전체

설명력(adjusted R2)은 37.6%로 나타났고, F통계
량 값은 45.412이고, 유의도가 0.000으로 나타나
이회귀식은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각독립변수의유의성을판단하기위한 t값
의 유의도에 의해 자녀의 건강생활습관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로하스 변수는

‘건강지향(p<0.05)’, ‘친환경지향(p<0.001)’, ‘사회
복지지향(p<0.01)’ 등으로 나타났고, 이중 β계수
값이 0.340으로크게나타난 ‘친환경지향’이가장
영향력이큰항목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 ‘사회
복지지향(β: 0.177)’, ‘건강지향(β: 0.139)’ 등의
순으로나타났다. 본연구결과, 대학생자녀를둔
중국인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친환경지향적이

고, 사회복지지향적이며, 건강지향적인로하스성
향을 가질수록 자녀의 ‘즐겁고 유쾌한 생활유지

Dependent 
variable 

Factor
R2

(adjusted R2)
F p β t p

Food habit

Constant

0.537
(0.530)

83.632 0.000

9.783 0.000

Health oriented 0.188 3.251 0.001

Environment-friendly 0.182 2.886 0.004

Social welfare oriented 0.212 3.815 0.000

Family oriented 0.182 3.337 0.001

Resource saving oriented 0.120 2.137 0.033

<Table 10> Influence on children's food habit of mother's LOHAS lifestyl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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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위해 노력’, ‘규칙적인 식사시간유지’,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하기’, ‘규칙적인 취침시간’,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생활 유지‘ 등의 건강생활
습관 태도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Lee AJ et al(2011)은 한국방문 중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한식의로하스이미지차원과지각된품

질, 만족도, 행동의도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한식의 친환경성 요인이 메뉴다양성과 식당환경

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 

12. 어머니의 로하스성향이 자녀의 건강영

양섭취 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대학생어머니의로하스성향이자녀의건

강영양섭취태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과는

<Table 12>에서보는바와같다. 어머니의로하스
성향과자녀의건강영양섭취태도에대한회귀분

석의 전체 설명력(adjusted R2)은 39.9%로나타났
고, F통계량 값은 50.242이고, 유의도가 0.000으

로 나타나, 이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각 독립변수의유의성을 판단
하기 위한 t값의 유의도에 의해 자녀의 건강영양
섭취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로

하스변수는 ‘친환경지향(p<0.001, β: 0.542)’으로
나타났다. 본연구결과를통해대학생자녀를둔
중국인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친환경지향적일

수록 자녀의 건강영양섭취 태도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와 가장 이웃한 나라이면서 한

류열풍의 중심국가인 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인이지각하는어머니의로하스성향과건강식

생활 태도를 살펴보고, 중국인들의 로하스 소비
성향과 식생활 태도 분석을 통해 향후 중국진출

을모색하는로하스적외식기업체에게중국소비

Dependent 
variable 

Factor
R2

(adjusted R2)
F p β t p

Health 
dietary life

Constant

0.384
(0.376)

45.412
0.000

5.023 0.000

Health oriented 0.139 2.088 0.038

Environment-friendly 0.340 4.713 0.000

Social welfare oriented 0.177 2.793 0.006

Family oriented 0.073 1.163 0.246

Resource saving oriented —.018 —.278 0.781

<Table 11> Influence on children's health dietary life of mother's LOHAS lifestyle attitude 

Dependent 
variable 

Factor
R2

(adjusted R2)
F p β t p

Nutrient 
intake 

Constant

0.407
(0.399)

50.242
0.000

8.275 0.000

Health oriented 0.017 .259 0.796

Environment-friendly 0.542 7.724 0.000

Social welfare oriented —.044 —.710 0.478

Family oriented 0.102 1.663 0.097

Resource saving oriented 0.082 1.288 0.198

<Table 12> Influence on children's nutrient intake of mother's LOHAS lifestyl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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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대한 마케팅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나아
가중국내로하스소비태도의확산을통한전세

계인의 건강식생활 정착에 대한 실무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 자녀가 인지하는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 점수를 분석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76.02점으로 보통수준인
노메딕집단에속하였고, 요인별로는건강지
향(4.10점), 가족지향(4.04점), 자원절약지향
(3.78점), 친환경지향(3.69점), 사회복지지향
(3.40점) 등의순으로높게인지하였다. 성별
로는 대부분의항목에서 남학생이여학생보

다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 수준을 높게 인식

하고 있었고(p<0.05～p<0.001), 각항목별로
는 ‘나의어머니는건강식품, 자연식품, 무공
해 식품을 이용하는 편이다.’에 4.26점으로
가장높은점수를부여한반면에, ‘나의어머
니는 주말에 사회봉사활동을 한다.’에 3.25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2. 조사대상자인 중국대학생의 환경변인별 어
머니의 로하스 수준을 평가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78.76점)이 여학생(73.58
점)보다 높게 인지하였고(p<0.001), 거주형
태는자택이(p<0.01), 주성장지는도시규모
가 큰 곳에서 자랐을수록(p<0.05)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다.

3. 중국대학생의 건강식습관 태도를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100점 만
점에 평균 76.25점으로 보통 이상의 건강식
습관 태도 점수를 나타내었고, 각 항목별로
는 ‘음식 흘리지 않고 먹기(4.39점)’, ‘식후
주변정리하기(4.23점)’, ‘음식먹기전손씻
기(4.21점)’, ‘음식 뒤적이지 않기(4.19점)’, 
‘올바른식사태도(4.01점)’ 등의순으로높은
건강식습관태도점수를나타낸, 반면에, ‘식
사 전 간식 안 먹기(2.83점)’, ‘매일 우유 한
잔 마시기(3.37점)’, ‘인스턴트식품 잘안 먹

기(3.52점)’, ‘식사 시간 지키기(3.61점)’ 등
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건강식

습관태도점수를나타내었다. 어머니의로하
스 수준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어

머니의 로하스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건

강식습관태도가유의하게높은올바른건강

식습관태도를나타내었다(p<0.01～p<0.001). 
4. 중국대학생의 환경변인별 건강식습관 태도
점수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이(78.76점) 여
학생(74.06점)보다 높게 나타났고(p<0.001), 
거주형태에따라서는자택 거주가(p<0.001),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p<0.001), 주성장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에서자란대학생일수록(p< 
0.05) 건강식습관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p< 
0.05). 

5. 중국대학생의 건강생활습관 태도를 어머니
의 로하스수준에 따라 분석한결과, 5점만
점에 3.60점의 보통수준을나타내었고, 어머
니의로하스수준이높을수록바람직한건강

생활습관 태도(로하스집단 3.98점, 노메딕집
단 3.46점, 이기적․무관심 집단 2.70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각 항목
별로는 ‘즐겁고 유쾌한 생활유지를 위해 노
력하는 편’(3.83점), ‘규칙적인 식사시간 유
지’(3.67점), ‘건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하
기’(3.59점) 등의 순으로 높은 건강생활습관
태도점수를 나타낸반면에, ‘규칙적인 취침
시간’(3.45점),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생활

유지‘(3.49점) 등의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좋
지 않은 건강생활습관 태도를 보였다.

6. 중국대학생의 환경변인별 건강생활습관 점
수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3.74점)이 여학생
(3.49점)보다 높았고(p<0.001), 거주형태에
따라서는 자택 거주가(p<0.001),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따라서는 대졸이상이(p<0.001), 
주성장지에 따라서는 대도시에서자란대학

생일수록(p<0.001) 건강생활습관 점수가 높
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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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국대학생의 영양섭취 태도를어머니의로
하스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3.70점의 보통 이상 수준을 나타내었고, 어
머니의 로하스 수준이 높을수록 바람직한

영양섭취태도(로하스집단 4.08점, 노메딕집
단 3.53점, 이기적․무관심 집단 3.00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각 항목
별로는 ‘매일 녹황색채소 섭취하기(3.92점)’, 
‘매일 기타 야채섭취하기(3.89점)’ 등 야채
섭취 면에서 가장 좋은 영양섭취태도를 보

인반면에 ‘매일고기, 생선, 계란, 콩류섭취
하기(3.41점)’, ‘매일 우유및 유제품 섭취하
기(3.50점)’, ‘매일 밥 챙겨 먹기(3.62점)’, 
‘매일과일섭취하기(3.69점)’ 등의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영양섭취 태도를 보

였다. 
8. 중국대학생의 환경변인별영양섭취태도점
수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3.79점)이 여학생
(3.62점)보다높았고(p<0.01), 거주형태에따
라서는자택거주가(p<0.01), 어머니의 학력
수준에따라서는어머니의학력이높을수록

(p<0.05) 높은영양섭취태도점수를보였다
(p<0.01). 

9. 중국대학생어머니의로하스 성향이자녀의
건강식습관태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한결

과, ‘사회복지지향(β; 0.212)’이 가장 영향력
이큰항목으로나타났고, 그다음은 ‘건강지
향(β: 0.188)’, ‘친환경지향(β: 0.182)’과 ‘가
족지향(β: 0.182)’, ‘자원절약지향(β: 0.120)’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 자녀를 둔 중국

인어머니의 로하스라이프스타일이사회복

지지향이고, 건강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이
고, 가족지향적이며, 자원절약지향적인로하
스성향이높을수록자녀가바람직한건강식

습관 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0. 중국대학생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자녀
의건강생활습관태도에 미치는영향을 분

석한 결과, ‘친환경지향(β: 0.340)’이 가장

   영향력이큰항목으로나타났고그다음은
‘사회복지지향(β: 0.177)’, ‘건강지향(β: 0.139)’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학생 자녀를 둔 중
국인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친환경지향

적이고, 사회복지지향적이며, 건강지향적
일수록자녀가 ‘즐겁고유쾌한 생활유지를

위해노력’, ‘규칙적인식사시간 유지’, ‘건
강을 위해 규칙적인 운동하기’, ‘규칙적인

취침시간’, ‘스트레스가 없는 일상생활 유
지‘ 등의 건강생활습관 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1. 중국대학생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자녀

의 영양섭취 태도에 미치는영향을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로하스 성향이 친환경지향

적일수록 자녀의 영양섭취 태도가 바람직

하게 높게 나타났다(p<0.001, β: 0.542).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대학생 어

머니의로하스성향은건강지향에가장관심이높

은것을알수있어, 중국진출을모색하는한국의

외식기업체들은 특히 건강관련 식품이나 메뉴상

품생산에좀더많은노력을기울이는것이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중국대학생 어머니의 로

하스생활태도가자녀의건강식생활에매우높은

상관을가지고있음을알수있어, 자녀의건강식

생활 유지를 위해서라도 중국 내 친환경식자재, 

유기농가공식품의소비는늘어날것으로기대됨

에 따라, 중국 어머니를 타깃으로 한 우리나라의

유기농 식품이나 친환경적인 식생활용품 수출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친

환경지향적인 어머니일수록 대학생 자녀의 건강

생활습관과 건강영양섭취태도 점수가 높게 나타

나, 향후 중국 외식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 개발과 친환경적인 메뉴

보급및환경친화적인식생활용품의이용확대를

가져올 수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노력이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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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초록

본연구는한류열풍의중심국가인중국의대학

생을대상으로본인이지각하는어머니의로하스

성향과 건강식생활 태도를 살펴보고 중국인들의

로하스소비 성향과 식생활 태도분석을 통해 향

후 중국진출을 모색하는 로하스적 외식기업체에

게 중국 소비자에 대한마케팅적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 나아가 중국내 로하스 소비 태도의 확산
을 통한 전세계인의 건강식생활 정착에 대한 실

무적,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그
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 중국대학생자녀가
인지하는어머니의로하스 성향점수는 100점 만
점에 평균 76.02점이었으며, 요인별로는 건강지
향(4.10점), 가족지향(4.04점), 자원절약지향(3.78
점), 친환경지향(3.69점), 사회복지지향(3.40점) 등
의순으로높게인지하였으며, 각항목별로는 ‘나
의 어머니는 건강식품, 자연식품, 무공해 식품을
이용하는편이다.(4.26점)’에가장높은점수를부
여하였다. 성별에따라서는남학생이, 거주형태는
자택이, 주성장지는도시규모가큰곳에서자랐
을수록, BMI(kg/m2)는 정상체중(p<0.05)의 대학
생이 어머니의 로하스 수준을 높이 평가하였다. 
중국대학생의 건강식습관 태도는 ‘음식 흘리지
않고먹기(4.39점)’, ‘식후주변정리하기(4.23점)’, 
‘음식먹기전손씻기(4.21점)’ 등의순으로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중국대학생의 건강생활습관
태도는 ‘즐겁고 유쾌한 생활유지를 위해 노력하
는 편(3.83점)’이, 영양섭취 태도는 ‘매일 녹황색
채소섭취하기(3.92점)’의 항목에서가장높은 점
수를 받았다. 또한, 어머니의친환경적 로하스 수
준이높을수록자녀의건강식생활과관련한건강

식습관태도, 건강생활습관태도 및 건강영양섭취
태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향후 중국진출 외
식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한

식단 개발과 친환경적인 메뉴 보급 및 환경친화

적인 식생활용품의 이용 확대를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주제어: 중국대학생, 어머니, 로하스, 건강식생
활, 영양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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