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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의 진실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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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에 영향 _ THC(대마초의 주요 성분)는 기억, 감각, 운동조정을 통제하는 뇌 영역의 세포
에 영향을 주어 기억손상 및 감각왜곡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몸에 영향 _ 대마초는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장기간 대마초를 사용하면 정신질환
을 유발시킬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대마초 흡연은 뇌로 전달하는 산소를 감소시키며 심장
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대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는 혈압의 변화로 뇌졸중을 경험할 수
있으며 고혈압 환자는 동일한 이유로 이 질병의 악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흡연은
태아단계에서 아주 해로우며 임신 여성과 가임기 여성은 대마초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음에 영향 _ 대마초는 감각(시간)과 운동조정력(운전, 기계 조작 등)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허파에 영향 _ 한 개비의 대마초는 필터담배보다 4배 이상의 타르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담배 흡연자와 같은 많은 동일한 호흡기계 문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성 기관지염
에 걸릴 수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면 허파조직이 상처를 입거나 파괴되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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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대마초 사용은 불법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61조)

사실 대마초를사용하는사람은다른불법약물을더사용할가능성이높다고합니다.
위험 대마초 사용 등은 차량 충돌, 추락, 화상, 익사, 기타 사고의 위험을 증가시
킵니다. 또한 판단력에 나쁜 영향을 주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없애고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남용 2005년도 마약류(대마)사범은 1,032명이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
현황

연구(2005)에 따르면 20세 이상 성인인구의 1.8%가 대마초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곧 소수만이 대마초를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은 대마초
없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www.drugfre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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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기 쉽지 않습니다만 알 수 있는 징후(표시)가 있습니다. 대마초 사용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기증이 난 것처럼 보이고 걷기 어려움
충혈된 눈과 냄새가 나는 머리와 옷

발생했던 것을 기억하기 어려움
뚜렷한 이유 없이 아둔하게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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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마초를 사용하는 친구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A 진정한 친구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로 하여금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세요.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로 전화하세요. (☎ 02-2677-2245)

Q 대마초는 담배 흡연보다 위험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더 위험합니다. 한 개비의 대마초는 네 개비의 담배만큼 허파에 영향을 줍니다.
Q 치료목적의 대마초 흡연은 처벌받지 않나요?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목적으로도 대마초를 흡연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2005년 6월
A 연방
대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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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나 지역사회의 치료나 예방프로그램을 알고자 하시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시도지부
서 울 080-022-5115
부 산 080-522-5115
대 구 053-764-1207
인 천 080-031-5115
광 주 080-767-5115
대 전 080-202-5115
강 원 033-254-5827
경 기 080-257-5115
충 남 041-572-2345
전 북 080-232-5112
경 북 053-742-5165
경 남 055-287-9993
홈페이지 www.drugfree.or.kr / 본부대표 e-mail : drugfree@drugfree.or.kr
상담전용 e-mail : coun@drugfree.or.kr / 사회복귀시설 송천쉼터 : 02)267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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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거나 도움을 주세요.
본인이 사용하고 있다면 중단하세요.
진실을 외면할수록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빼앗길 가능성만 커질 뿐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 및 전문상담가와 상담하세요. 지금 즉시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