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이 알아야 할 알코올 관련 상식 

알고 계셨습니까?  

 알코올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보드카 1쿼트를 마시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술 마시기 게임).  

 알코올은 강력한 진정제로서 호흡 및 심박을 느리게 하며 혈압을 낮춥니다.   

 한 번 음주를 하면 술 깨는 방법은 기다리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알코올 1온스를 몸에서 처리하는 데 

1시간이 걸립니다. (칵테일, 맥주, 와인 등의 주종과 관계 없음)   

 알코올 관련 자동차 사고는 청소년 사망 원인 제1위를 차지합니다.  

 

알코올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판단력이 저하됩니다(한 잔만 마셔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 운전 또는 술 마신 사람과 차에 타기.  

 술을 마시고 나중에 후회할 일 하기(성관계, 위험한 일 하기, 훔치기).  

 

다음으로는 신체 조정 능력이 상실됩니다(맥주 2-3잔만 마셔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를 일으켜 본인 및 타인이 다침.  

 균형 감각을 잃고 넘어지거나, 수영하다 물에 빠짐.  

 

정기적으로 음주를 하는 경우(예: 주말 파티에서), 감정 조절 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교적 상황(파티, 데이트)에서 긴장될 때마다 술을 마심. 결과: 술을 마시지 않고도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법을 터득하지 못함.  

 화나고 우울하고 지루하고 외로울 때마다 술을 마심. 결과: 알코올의 도움 없이 이런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함.  

 

오랜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음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 알코올은 정신적 및 신체적 중독을 유발합니다. 이는 곧 술을 마셔야 편안해 진다는 말입니다. 

알코올리즘(Alcoholism)이란 알코올 중독을 뜻하는 말입니다.  

 간 손상, 신경 손상, 뇌 손상.  

 사망.  

 

 



음주는 누가 합니까?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까?  

 알코올을 전혀 마시지 않는 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을 마시는 성인 10명 중 3명은 정기적으로 음주하며 10명 중 1명은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장기간 음주를 하면 할수록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는 알코올 중독이 아닐 수도 있지만 술을 많이 마시면 가족, 학교 생활, 인간관계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알코올 중독자인 환경의 청소년은 본인 역시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2배 높습니다.  

 

청소년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징후는 무엇입니까?  

 매일 음주.  

 쑥스러움,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음주.  

 아침에 음주.  

 혼자서 정기적으로 음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음주 필요.  

 음주 중 또는 음주 후에 기억 상실  

 음주 후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짐.  

  

이러한 징후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음주를 하면 태아가 출생 결손 또는 신경 손상을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임신한 여성에게 음주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도 음주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임신 6-8주 

이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