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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 개요



Hello~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로하스(LOHAS)는?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로하스(LOHAS)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입니다.

조금 더 수고스럽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들더라도 내 자신뿐 아니라 나의 이웃,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건강하게 공존하는 삶을 선호합니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전체 소비자의 25%가 로하스를 실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발전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로하스가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며 특히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로하스가 세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왜? 로하스(LOHAS)인가

01 로하스 소비자 성장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소비의 25%
한국에서도 꾸준히 증가

02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윤리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
소비자보호, 환경보전의 책임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
로하스

02
윤리경영의 한 축으로 인식
소비자보호, 환경보전의 책임

03 신경제, 미래성장동력 핵심
신재생에너지, 친환경사업, 융복합기술
바이오, 의료, 자동차산업 등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
로하스



그린포스트코리아와 로하스

<2017년 ‘사단법인 에코유스’ 로 단체명 변경>

◎ 환경전문 매체인 ‘그린포스트코리아’는 줄곧 로하스의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2012년 사단법인 로하스코리아포럼 <2017년 ‘사단법인 에코유스＇로 단체명 변경> 을 설립한 뒤,

‘로하스리더스포럼’ 이라는 최고위과정을 개설, 7기의 로하스 프론티어를 배출하였고, 

친환경손수건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과 생활실천 캠페인을 통해 로하스의 확산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사단법인 에코유스’ 로 단체명 변경>



걸어온길

▶ 제1회 대한민국건강환경대상 시상식 (2013년 12월 여의도 63빌딩)

- 로하스어워즈365의 모태인 첫 로하스관련 시상식

- 건강과 환경부문으로 나눠 9개 분야 시상

▶ 제2회 대한민국로하스대상 시상식 (2014년 12월 여의도 63빌딩)

- 로하스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첫 행사

- 건강과 환경부문으로 나눠 8개 분야 시상

▶ 제3회 대한민국로하스대상 시상식 (2015년 12월 여의도 63빌딩)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수상 신청

- 지속가능부문과 보건복지부문으로 나눠 9개 분야 시상

▶ 제4회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 시상식 (2016년 12월 전경련회관)

- 지속가능부문과 보건복지부문으로 나눠 8개 분야 시상

▶ 제5회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 시상식 (2017년 12월 전경련회관)

- 지속가능부문과 보건복지부문으로 나눠 10개 분야 시상

♠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의 모태는 2013년 대한민국건강환경대상입니다. 로하스를 풀어서 ‘건강환경＇ 대상으로 시상했습니다.

♠ 제2회부터는 본격적으로 로하스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때부터 로하스대상에 대한 경제계와 지자체 등의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는 ‘대한민국로하스대상’을 나타내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꾸준히 발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제6회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 시상식 (2018년 11월 더플라자호텔 파인룸)

- 지속가능부문과 보건복지부문으로 나눠 5개 분야 시상



역대수상기관

2013

환경부문

대한민국환경에너지
대상

한국동서발전

환경복지대상 경기도구리시

2014

환경부문

친환경경영대상 노벨리코리아

친환경에너지대상 한국수력원자력

친환경기술대상 엠씨이코리아

2015

지속가능부문

친환경경영대상 충남공주시

친환경에너지대상 경기도안산시

친환경기술대상 종이없는벽지㈜
환경복지대상 강원도영월군

환경기술대상 조텍코리아

지속가능경영대상 한화케미칼

건강부문

대한민국건강복지
대상

LG생활건강

생활건강대상 일동후디스

제약부문대상 종근당

보건복지연구대상 리슨

친환경기술대상 엠씨이코리아

친환경서비스대상 제주시청

친환경R&D대상 대호건설

건강부문

건강복지(의약)대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회복지대상 경기도양주시

건강서비스대상 연치과

친환경기술대상 종이없는벽지㈜

친환경서비스대상 서울시성북구

친환경복지대상 전북고창군

보건복지부문

국민건강복지대상 서울시종로구

국민생활건강대상 에스엠로보틱스㈜

보건의료대상 대우병원

사회복지대상 서울시송파구



역대수상기관

2016

지속가능 부문

친환경경영대상 충남아산시

친환경경영대상 지에이코리아㈜

친환경기술대상 (주)썬레이텍

2017

지속가능 부문

친환경경영대상 강원도영월군

친환경에너지대상 경북문경시

친환경기술대상 ㈜에스에스에코텍

지속가능 부문

친환경경영대상 매일유업㈜

친환경기술대상 자이글㈜

친환경기술대상 케이비에프㈜

2018

친환경기술대상 (주)썬레이텍

친환경기술대상 ㈜여명테크

보건복지 부문

건강복지대상 JW생명과학㈜

건강서비스대상 서울시영등포구

생활건강대상 서울시서초구

사회복지대상 대구광역시중구

친환경기술대상 ㈜에스에스에코텍

친환경서비스대상 ㈜네이코스엔지니어링

친환경복지대상 충북괴산군

보건복지 부문

보건복지대상 BHS한서병원

보건의료대상 충북옥천군

생활건강대상 부산시사하구

보건산업대상 서울시강서구

사회복지대상 서울시서대문구

친환경기술대상 케이비에프㈜

친환경서비스대상 영농조합법인우리잔디

보건복지 부문

보건복지대상 동성제약㈜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_목표 및 비전

새로운 경제가치

창출
공동체 전체의

행복에 기여
융합과 조화의

신사업 기회

먼 미래세대

후손까지 생각

인식의 변화

로하스 가치가 투영된 제품, 서비스, 정책, 경영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행복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한 경제주체를 선정하여 시상



2019년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_조직구성

♠ 주 최 : 대한민국로하스대상위원회

♠ 주 관 : ㈜그린포스트코리아,  (사)에코유스

♠ 후 원 : 환경부, 보건복지부



2019년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_시상부문

부문 상명 수상수 훈격

지속가능부문

친환경경영대상 1 환경부장관상

친환경기술대상 2 환경부장관상

친환경서비스대상 1 조직위원장상

소계소계 4

보건복지부문
보건복지대상 1 보건복지부장관상

소계 1

총계 5



2019년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_심사기준

심사항목 주요 심사기준 배점 비고

경영철학 최고경영자의 철학과 비전 200

가치 실현의 정도 건강과 지속가능성의 가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실현 정도 200 최근 3년 실적

기술보유 및 R&D 관련기술의 보유 여부 및 R&D 계획 등 100 최근 3년 실적기술보유 및 R&D 관련기술의 보유 여부 및 R&D 계획 등 100 최근 3년 실적

지속가능발전 기여도 해당부문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정도
(예:신기술개발, 대외활동, 인재양성 등) 300 최근 3년 실적

사회공헌 해당부문에서 구체적 사회공헌 활동 200 최근 3년 실적

총점 1000



2019년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_일정

10.07~
10.31

11.4~10

1차 심사
(예비심사 사전진행)

11. 11

11.13

수상자 발표
(개별통지)

01 02 03 04접수 1차 심사 최종심사 발표

신청서 및 공적서
접수

최종심사 실시



2019년 대한민국로하스365어워즈_기대효과

01 대외 신인도 향상

l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수상자로 결정된 만큼
대외 신인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

02 수상성과의 전략적 활용

l 수상실적을 대내외 광고 및 홍보 등에 활용하여
수상기관의 이미지 제고 효과

l 수상실적을 대내외 광고 및 홍보 등에 활용하여
수상기관의 이미지 제고 효과

03 국민 행복에 기여

l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국민 행복에 기여했다는 자부심 고양



■ 문의처
전화: 02-525-8878   이메일: plan@greenpost.kr
시상개요 및 신청서 다운로드: http://lohasawards.greenpost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