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으로 나의 영양수준 및 음주수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단 앱 다운로드 : 구글 play스토어(Android), 앱스토어(iOS)에서 ‘안전보건공단’검색 후 설치

근로자의 건강은
일터에서부터!

영양, 음주 편

문항 그렇다 아니다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다 1 0

하루에 20가지 이상의 식품을 섭취한다 1 0

하루에 육류, 생선, 콩으로 된 음식을 3가지 이상 먹는다 1 0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1 0

우유와 같은 유제품을 매일 먹는다 1 0

과일이나 과일주스를 매일 먹는다 1 0

반찬에 소금이나 간장을 넣는 때가 많다 0 1

튀김이나 볶음요리를 많이 먹는 편이다 0 1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단과자, 스낵류를 많이 먹는다 0 1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 커피 등을 매일 3회 이상 마신다 0 1

총점

평소에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나요? ◦ 전혀 (0점)  ◦ 1달에 1번 이하 (1점)

◦ 1주일에 2~3번 (2점) ◦ 1주일에 4번 이상 (3점)

맥주나 소주 표준 잔을 기준으로, 하루에 몇 잔 마시나요? ◦ 1~2잔 (0점) ◦ 3~4잔 (1점) ◦ 5~6잔 (2점)

◦ 7~9잔 (3점) ◦ 10잔 이상 (4점)

표준 잔으로 한 번에 6잔 이상 폭음할 때가 있나요? ◦ 전혀 (0점)  ◦ 1달에 1번 미만 (1점) 

◦ 1달에 2번 (2점  ◦ 매주 (3점) 

◦ 1주일에 몇 번 또는 거의 매일 (4점)

* 평가방법 : 1~3문항에 항목에 표기한 점수를 합산한다.

• 7~10점  Good, 잘못된 항목에 대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세요

• 4~6점   전체적으로 식습관을 고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 3점 미만  Bad, 식생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해요

• 0~3점  건강한 음주 건강유지에 도움을 주는 주량이에요.

• 4~5점   적절한 음주 적절한 음주량이지만, 과음을 할 경우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심장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은 4~5점인 경우에도 위험한 음주에 해당돼요.

• 6점 이상 위험한 음주 건강을 위해 알코올의 양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해요.

식생활 자가진단

음주수준을 파악하는 기준 알아보기



근로자의 건강(Health)을 증진시키면 노·사의 행복(Happiness)이 
증진되어 사업장 전체가 인간적 휴머니즘(Humanity)이 증진된다는 의미

근로자의 건강은 일터에서부터!
영양, 음주 편

과도한 음주는 생산성 저하, 업무효과 손실 뿐만 아니라, 업무 중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사고경험근로자 44.9%)

1.1.1.9 캠페인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 캠페인)

1가지 술을 정해서 마시고, 1병 이상 마시지 않으며, 1차까지만 실시하고, 9시 전에 회식을 마친다

1가지 1병 1차

* 2015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례 중

음주량 기준 지키기 술을 마시면 안되는 상황

• 술자리는 주 1회이하

• 1회 권장 음주량은 소주잔을 기준
   - 남자는 5잔 이하

   - 여자는 2.5잔 이하

*  음주가 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1회 알코올 양은 남자 40g 이내, 여자 20g 이내입니다.

   (소주 1잔의 순수 알코올 양은 8g입니다.)

 
•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 
   (특히, 안전과 생명 위험에 노출되는 업무)

•  알코올 분해효소가 없는 사람 (안면홍조증 등)

•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  운동을 할 때

•  임신 계획하거나 임신 또는 수유 중인 경우

• 19세미만 청소년인 경우

◦   하루에 세끼 규칙적인 식사를 한다
◦   가급적 식사는 천천히 한다
◦   가급적 기름이 적은 음식을 짜지않게 섭취한다
◦   인스턴트 음식, 패스트푸드보다는 자연식품을 조리해서 먹는다
◦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되, 후식, 음료 등의 단 음식을 주의한다
◦   간식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고, 야식은 금한다
◦   가급적 식이섬유는 충분히 섭취한다
◦   장기간 식사조절을 위해, 음식양이나 음식종류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한다

*출처 : 저위험음주 가이드라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출처 : 대한영양사협회

비만 탈출을 위한 식사습관

과도한 음주는 작업 중 사고를 불러요!

술자리에서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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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센터 이용하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근로자건강 (질병)에 대한 모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 상 :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전문가현황 : 직업환경전문의, 임상심리사, 운동처방사, 산업간호사, 산업위생기사, 물리치료사 등 

Tel  1577-6497· 1588-6497  

상담센터 ◦ 대한영양사협회 www.dietitian.or.kr      ◦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blog.daum.net/2002chris1025 

  ◦ 보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