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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_________________ 기간______  

약물 상식 테스트 

고난이도 문제 –  약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각 질문마다 옳은 답에 동그라미하십시오. 정답이 두 개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해당하는 모든 답에 동그라미해 

주십시오.  

1.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은 성인이 되어서도 흡연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   아니다 
 

2. 자살을 하거나 시도하는 청소년의 절반 이상은 알코올 및 기타 약물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3. 마리화나 속에는 담배와 동일한 발암 물질이 들어 있다.  

그렇다   아니다 

4. 코카인은 진정 작용을 한다.  

그렇다   아니다 

5. 마리화나에 취했을 때보다 술 취했을 때 운전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그렇다   아니다 
 

6. 누군가 나에게 원하지 않는 마리화나를 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좋다. 

a. “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b. 소란을 부리며 마리화나는 당신이나 피우라고 무안주기  

c. “ 마리화나가 제 기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됩니다” 라고 말하기  

d. “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마리화나 피우기.  

 

7. 코카인에는 거의 절대로 다른 위험한 물질이 섞이지(혼합되지) 않는다.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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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술이나 약물에 취했을 때 통제력을 상실하는 것은 취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아니다 

 

9. 필로폰은 어떤 방식으로 신체에 해를 입히는가?  

 

a. 심박수 증가.  

b. 혈압 상승.  

c. 뇌 손상 유발.  

d. a-c 전부 다 해당.  

e. a와 b만 해당. 

  

10. 필로폰은 강한 중독성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11. 크랙 

a. 코카인의 결정 형태.  

b. 중독성 없음.  

c. 편집증, 초조, 과민반응, 우울증 유발 가능.  

d. 사망 유발 가능.  
 

12. 알코올을 다른 약물과 섞으면 알코올만 마시는 것보다 덜 위험하다.  

그렇다   아니다 

13. 임신한 여성이 흡연, 음주, 또는 크랙을 사용하면 태아도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다   아니다 
 

14. DXM 성분이 들어있는 기침 시럽을 과다 복용하면 다음을 유발할 수 있다. 

 

a. 환상을 봄  

b. 간 손상  

c. 밤새 춤추고 싶어짐  

d. 정신과 신체가 분리된 것과 같이 느껴짐 

 
15. 흡연자들은 흡연을 시작한 후 1-2년이 흐르기까지는 중독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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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마리화나의 불쾌한 환각체험(bad trip)이란 초조, 두려움, 긴장, 또는 심지어 공포를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아니다 
 

17. 거의 모든 약물은 오랫동안 사용하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그렇다   아니다 
 

18.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한 후 계속 흡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흡연을 하면 멋져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  

b. 매주 담배 구입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  

c. 중독되었기 때문.  

d. 자신들의 입냄새를 좋아하기 때문.  
 

19. 16-20세 청소년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a. 자살.  

b. 암.  

c. 자동차 사고.  
 

20. 겉으로 봐서는 마리화나에 다른 약물이 섞였는지 알 수 없다.  

 

그렇다   아니다 

21. 2차흡연은 단지 짜증을 유발하는 수준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다   아니다 
 

22. 술에 취한 후에 깨는 방법은 무엇인가. 

 

a. 샤워하기.  

b. 알코올이 신체 계통에서 빠져 나갈 때까지 기다리기.  

c. 블랙 커피 많이 마시기.  

d. 음식 조금 먹기.  
 

23. 마리화나에 취했을 때 가장 기억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a. 역사 시험 정답.  

b. 본인의 생일.  
 

24. 필로폰 사용자 대부분은 불법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약물을 얻는다.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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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청소년들은 다음의 이유로 약물 사용을 시작한다. 

 

a. 다른 청소년으부터의 압력  

b. 텔레비전 및 라디오 광고의 압력.  

c. 스스로의 압력.  

d. 호기심.  

 

26. 무연 담배 제품은 안전한 담배 대체품이다. 

  

그렇다   아니다 
 

 

27. 불편한 감정을 감추기 위해 음주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a.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됨.  

b. 문제로부터 도피함.  

c. 문제 대처법을 배우지 못함.  
 

28. 약물을 주사로 주입하는 사람들은 건강 악화 및 중독 문제 이외에도 HIV/AIDS에 걸릴 위험이 있다. 

  

  그렇다   아니다 
 

29. 여러 해 동안 흡연한 사람들은 다음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다. 

 

a. 기관지염.  

b. 폐암.  

c. 심장병.  

d.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및 방광암.  
 

30. 복수의 약물을 섞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다음 중 어느 조합이 가장 위험한가?  
 

a. 담배와 알코올  

b. 알코올과 수면제 또는 진통제  

c. 마리화나와 담배 

  

31. 다른 사람을 위해 처방된 Oxycontin(처방 진통제)을 복용하는 것은 안전하다.  

 

그렇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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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그렇다. 하루에 담배 3-4대만을 피우는 90% 이상의 청소년들이 결국은 30-40년 동안 흡연하게 됩니다.  

2. 그렇다 

3. 그렇다 

4. 아니다. 코카인은 심박수, 호흡수 및 혈압 상승을 유발합니다. 한 번만 시도해도 심장마비, 뇌졸중, 발작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5. 아니다. 약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도 동일하게 위험합니다.  

6. a와 c   

7. 아니다. 코카인에는 종종 세안용품 및 스트리크닌 등 기타 물질이 혼합됩니다.   

8. 그렇다 

9. d  

10. 그렇다 

11. a, c, d  

12. 아니다 

13. 그렇다. 임신 중 음주, 흡연, 또는 크랙이나 코카인 사용은 출산 결손, 사산 및 유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흡연이나 음주를 하거나 마리화나 또는 크랙을 사용하는 여성에게 태어난 아기는 출생 시에 체중이 

미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4. a, c, d  

15. 아니다. 4-5일 동안 하루에 담배 한두 대만 피워도 중독될 수 있습니다.  

16. 그렇다 

17. 그렇다 

18. c  

19. c. 자동차 사망 사고 중에 1/3은 알코올 관련 사고입니다.  

20. 그렇다 

21. 아니다. 2차흡연 노출로 인해서 매년 비흡연자 중 약 3,000명이 폐암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심장병 사망자 36,000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직접 흡연 및 음주에 이어 미국의 방지 가능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합니다.  

22. b. 술에서 깨는 방법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간에서 12온스 맥주캔 하나를 처리하는 데는 1시간이 

소요됩니다.  

23. a. 마리화나는 단기 기억에 영향을 미칩니다.  

24. 아니다. 필로폰은 불법적으로 제조된 “ 길거리 약물” 입니다.  

25. a, b, c, d  

26. 아니다. 무연 담배는 입, 입술 및 혀에 암을 유발합니다.  

27. a와 c  

28. 그렇다 

29. a, b, c, d  

30. b. 중추신경 진정제와 혼합된 알코올로 인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알코올과 진정제를 먹고 실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응급 구조대에 연락하십시오.  

31. 아니다. OxyContin은 1회 용량만 복용해도 호흡 정지로 인한 사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