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전! 지현-맵(MMAP),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 교육공동체 지현초-10490호  

학부모 마약류 예방 교육
교무실 ☎ 532-3655

행정실 ☎ 532-3659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댁 내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최근 스마트폰 앱과  SNS 등으로 마약류 노출 연령대가 낮아지고, 유명 연예인 뿐만 아니라 청소년 마약류 중

독이 늘어나는 기사가 보도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중독성 약물을 한 번 사용으로도 쉽게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 약물 중독 및 청소년 비행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

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소중한 자녀가 유해한 약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부모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Ⅰ  마약류란?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형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  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되는 불법약물을 지칭한다. 

 법률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3종류를 총칭함.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에 따르면 ‘마약류는’

      ①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음

n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 불법 매매 사례

   

[사진: SN를 통해 판매하고 구매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일명 나비 약), 경남 경찰서, 약학정보원 제공]

∘ 청소년들이 병의원에서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및 인터넷포털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
는 사례가 다수 발생

∘ 10대 중고등학생들이 유튜브나 트위터 등에 무분별하게 올려져 있는 과장된 식욕억제제 홍보 영상을 시청 후 불법 구매

n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의 부작용

∘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억제제는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심장이 빨리 뛰고 불면증, 손 떨림, 입 마름, 공격적인 행동, 구토, 설사, 붕 뜬 느낌, 내성, 의존
성,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 조금 더 심각한 부작용으로 정신질환적 발작, 정신이상 증상 (환청, 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n 강조 사항

∘ 향정신성 다이어트 약(식욕억제제)을 복용하면 중추신경계 각성작용으로 살이 빠지고 기분이 좋아지며 몸이 지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
을 간과하고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은 뇌 손상 및 교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복용법을 따
라야 합니다.

∘ 건강관리를 위해 체중 조절을 하는 경우에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약류 다이어트 약을 불법으로 구매하거나 유통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현행법상 단속 규정>

< 영상 교육 자료 첨부>

       QR 코드 제목 출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동영상

 <식욕 억제제 편>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에 취할수록 섬뜩하게 변하는 그림 < TVN 인사이트>

마그미 약국이 뭔가요? <경기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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