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리화나의 진실 

청소년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다음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마리화나(대마초)는 불법이다 

 마리화나는 말린 대마초가 원료이다 

 마리화나는 조인트라고 불리는 마리화나 담배를 사용하여 피운다 

 마리화나를 피우면 환각 상태가 되거나 취한다 

 

★ 하지만 다음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마리화나는 1960년대의 마리화나에 비해 더욱 독하고 위험하다 오늘날 마리화나에는 

THC(환각 상태를 유발하는 화학물질)가 더 많이 들어 있다.  

 마리화나를 피우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감퇴된다 

 환각 상태인 사람은 자신의 이름은 기억할지 모르지만, 방금 친구가 말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마리화나를 피우면 반응 시간이 느려지고 신체 조정력에도 문제가 생긴다. 

 

★ 단 한 번만 환각을 경험해도 위험합니까?  

마리화나에 취했을 때 무슨 현상이 발생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의 특성, 장소, 

마리화나의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은 단 한 번만 환각 상태에 빠져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입니다:  

 위험하게 운전 

 각종 사고(물놀이 사고, 낙상, 화재) 

 후회할 일을 함(위험한 일을 함) 

 초조해짐 

 공황 상태가 됨 

 자기 제어를 못함 

 

 



★ 마리화나에 의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까?  

예. 신체적(중독) 및 정신적으로 모두 그러합니다.  

다음은 마리화나 의존의 예입니다:  

 친구와 만나기 전에 환각 상태여야 함 

 환각 상태가 아니면 파티가 재미없다고 느낌 

 초조하거나 화나거나 외롭거나 우울하면 마리화나를 통해 환각 상태를 느끼고자 함 

 자신이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은 마리화나를 찾게 됨 

 동일한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마리화나가 필요 

 마리화나 사용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없음 

 마리화나 사용 때문에 중요한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임 

 마리화나를 구하고 사용하고 또 사용 후 회복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모함 

 

★ 마리화나를 장기간 사용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마리화나에만 관심 있음: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일(학교, 성적, 친구, 가족)에 

관심을 잃음 

 의존: 마리화나를 피워야만 안심할 수 있다고 느낌 

 폐 손상: 마리화나에는 담배와 동일한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생식 계통의 변화 

 

★ 환각을 경험하면 자신의 문제에 대해 안심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때로 마리화나를 피우면 초조, 분노, 외로움 같은 불편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화나에서 깨어나면 이런 감정을 초래한 문제들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초조하거나, 화가 나거나, 외로울 때 마리화나를 피면 이러한 감정들이 악화됩니다. 

 

감정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