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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청소년의향정신성 약물중독은청소년의건전한 발달에 치명적인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약

물의 중독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상습적인 마약 중독자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약물중독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술, 담배, OTC 약품부

터 시작하여쉽게구할수 있는흡입제 사용으로발전하고, 마지막으로법적규제를 받는환각제,

마약사용으로이어지는특징이있다고한다. 심각한사회적약물중독문제를막기위해서는중독

발달의 초기 상태인 청소년 약물중독을 효과적으로예방하는것이 중요한 과제라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위원회의“2002년도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결과를기초로 청소

년의 향정신성 유해약물 사용현황과 관련 요인을 분석하여 청소년 약물중독예방을위한 시사점

을 제공하고자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사용의현황

청소년 보호위원회는“2 0 0 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를 통해 전국의 중·고등

학생 1 3,0 5 1명(일반집단)과 가출청소년, 학교부적응청소년, 비행청소년을포함한 1,3 9 6명(특수집

단)의 표본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접촉여부와 문제행동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1 ) 청소년의 약

청소년향정신성유해약물사용 현황과
관련요인분석

申 潤 貞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1) 일반집단 청소년 중 6.500명에 대해서 유해 매체물·약물·업소 등 유해환경 접촉실태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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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히로뽕, 향정신성의약품등 불법 마

약류에대해서는8%에해당하는청소년들이사용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3. 향정신성유해약물사용과관련한환경적요인분석

본 연구는Wright와 Pemberton(2004)의연구결과를토대로청소년보호위원회(2002년)의조

사항목 중 가출경험유무, 고민시 도움요청대상자 유무를 약물사용의개인적 요인, 이성친구유

무를또래집단의요인, 학업성적성취도, 학교생활만족도를학교요인, 주관적인생활수준, 가정생

활 만족도, 부모와의갈등여부, 부모의직업여부, 함께사는사람을 가족요인으로선정하였다. 약

물사용여부와관련하여한번도 사용한 적이없는 청소년을“무경험자”로, 지금도 자주해당 약물

을 사용하는청소년을“상습사용자”로 정의하였다. 특수학생의경우 704명이라는너무적은표본

수로인하여분석상의문제를가져와본 분석의대상은일반학생으로한정시켰다.

물사용 여부는 유해환경접촉 실태조사에 의해 조사되었다. 일반학생에대해서는 본드·가스·신

나 등의 흡입제를 사용한 경험과 진통제·잠안오는약·살빼는 약 중 하나를 의사처방 없이 치

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수학생에 대해서는 본드·가스·신나

등의 흡입제를 사용한 경험여부와살빼는 약, 잠 안오는 약, 수면제, 기침약, 진통제, 근골격이완

제와근육강화제, 마약류각각을 의사처방없이 치료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험에대해조

사하였다.

일반집단 청소년은본드·가스·신나와같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환각물질로지정되어 청소

년보호법에서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유해약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약국에서별다른 문제없이구입할 수 있으며 법적인 제재 없이사용할 수 있는

진통제, 잠 안오는 약, 살빼는 약에대해서는 10%가 넘는 학생들이 의사 처방 없이 치료목적 이

외의용도로사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수집단청소년의경우, 일반집단청소년과는다른약물사용양상을보이고있다. 일반집단청

소년대부분이불법약물로규정되어있는본드·가스·신나를사용한경험이없는반면, 특수집단

청소년의경우20%에가까운청소년들이본드·가스·신나를사용한경험이있는것으로나타났

다. 살빼는 약과 잠 안오는 약에 대해서 특수집단 청소년은 일반집단 청소년과 비슷하게 10%에

가까운 사용경험을보였다. 기침약과진통제에대해서 23%에 해당하는청소년들이의사처방없

1) 나머지 6,551명에 대해서는 가출·폭력·성관계 등 문제행동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수집단 청소년에 대

해서도 714명에게는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나머지 692명에게는 문제행동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2) 지금까지 본드, 가스, 신나등 흡입제를 몇 번이나 흡입(사용)해 보았습니까?”와“지금까지 진통제, 잠 안 오는

약, 살빼는 약 등을 의사의 처방없이 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몇 번이나 사용해 보았습니까?”라는질문에“한

번도 흡입(사용)해 본적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경험자, “전에 한 두 번 흡입(사용)해 보았지만 지금은 사

용하지 않는다”혹은“전에 여러번 흡입(사용)해 보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

거 사용자, “지금도 가끔 흡입(사용)한다”혹은“지금도자주 흡입(사용)한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현재 사용

자로 정의하였다.

표 1. 일반집단청소년의약물사용현황2)

(단위: 명, %)

본드·가스·신나

진통제, 잠안오는약, 살빼는약

6,008(97.9)

5,672(89.7)

86(1.4)

459(7.2)

42(0.7)

194(0.3)
6,469명

무경험자 과거사용자 현재사용자 전체 학생수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2002.

표 2. 특수집단청소년의약물사용현황3)

(단위: 명, %)

본드·가스·신나

살빼는약(푸링가, 푸링가올, 라식스)

잠안오는 약(타이밍, 에스나인, 하트마임)

수면제(세코날, 달마돔, 자메로)

기침약(러미나, 루비킹, 지놀타)

진통제(누바인, 메사돈, 몰핀, 코데인, 데메롤)

근골격이완제, 근육강화제

마약류(대마초, 히로뽕, 향정신성의약품)

전체학생수

무경험자

544(80.7)

601(92.2)

593(90.8)

562(86.2)

505(77.1)

503(77.5)

602(93.8)

595(92)

708

118(17.5)

43(6.6)

50(7.7)

77(11.8)

124(18.9)

110(16.9)

29(4.5)

42(6.5)

12(1.8)

8(1.2)

10(1.5)

13(2.0)

26(4)

36(5.5)

11(1.7)

10(1.5)

과거사용자 현재 사용자

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2.

3) “다음 약물 중 의사의 처방 없이 치료목적 이외의 용도로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는 약물에 대해서 응

답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한적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무경험자, “과거에 사용했

지만 현재는 사용 안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과거사용자, “현재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현재사용

자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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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양상은진통제, 잠안오는약, 살빼는약의경우에서도비슷하게관찰되었다.

흡입제 무경험자 중 학업성적이 평균이상이라고 보고한 학생은 3 4.1%로서 상습사용자의

25.1%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업성적이평균보다 아주 낮다고 보고한 학생은 무경험자에서

는 1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상습사용자에서는무려 31.3%를 차지하고 있다. 진통제, 잠안

오는 약, 살빼는 약의 경우, 학업성적이평균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무경험자와 상습

사용자 간에별다른 차이가 없는반면, 평균보다아주낮다고 보고한 학생은 무경험자 11.9%, 상

습사용자28.3%로 상습사용자의경우가훨씬높은양상을보였다.

청소년향정신성유해약물사용현황과관련요인분석

8 0 보건복지포럼 (2004. 6.)

1) 개인요인과약물사용경험

가출경험의 유무는 흡입제 사용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제를한번도

경험하지않은학생들의92.6%가가출경험이없는반면에흡입제상습사용자의거의반수에달

하는 48.4%의 학생들이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사실은 진통제, 잠안오는 약, 살

빼는약의경우에서도비슷하게관찰되어상습사용자의 28.8%에 해당하는학생들이가출경험이

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학생들이 고민이 있을 경우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없는 것도학생들의약물 사용과 밀접한 관

계가있는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제무경험자의경우고민이 있을때 25% 정도가어머니를찾는

다고 대답한 반면, 상습 사용자의 40.6%가 고민이 있을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

표 3. 청소년약물중독과관련된요인

개인

보호요인

-중요한성인과관계

-건전한여가시간활동

-문제해결/ 갈등해결방법

-성실한학교생활

또래집단
-건전한 행동 및 활동을 하는

또래와어울림

-위험행동참여 -이성친구유무

학교
-학교생활개선(출석, 행동 및

성적)

가족

지역사회

자료: Wright D. & Pemberton M.,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Adolescent Drug Use: Findings
from the 1999 National Household Survey on Drug Abuse, Rockville, MD: 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Office of Applied Studies, 2004.

-건전한가족생활참여

-부모자녀간의사소통 증대

-지역사회에서 유용한 역할

및건전한 기대감을가짐.

-학교소속감결여

-약물남용부모및형제

-구금자가 가족 중에 있는

경우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의사

소통 결여

-건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이 결여된 지역사회/약물관

련 범죄와 약물남용에 대한

허용적인 규범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성취도

-가정생활만족도

-부모와의갈등여부

-부모의직업여부

-함께사는사람

-주관적인생활수준

위험요인

-학교생활실패

-학교내 행동문제발생

-성인역할모델결여

-의사결정 및 문제해결방법

결여

분석에이용된요인

-가출경험유무

-고민 시 도움요청 대상자

유무

그림1. 가출과흡입제사용경험 그림2. 가출과유해약물사용경험

그림3. 고민시도움요청과흡입제사용경험 그림4. 고민시도움요청과유해약물사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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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직업상태와 청소년의약물사용경험과의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모두직업을 갖고

있지않은경우청소년들이약물을사용한경험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흡입제무경험자의경우

부모모두직업이없는학생이 2%에 불과한반면, 상습사용자의경우부모모두직업이없는학

생이 22%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통제, 잠안오는약, 살빼는약의 경우에 있어서도 무

경험자의 2%만이 부모모두가 직업이 없는 반면, 상습사용자의11.3%가 부모모두 직업이 없는

것으로분석되었다.

청소년향정신성유해약물사용현황과관련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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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요인과약물사용경험

가정생활만족도와약물사용경험과의관계를 분석한결과흡입제무경험자의경우16.2%가 현

재 가정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하였는데 반해, 흡입제상습사용자는 9.4%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흡입제 무경험자의 경우 가정생활에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겨우

1.6%인 반면, 흡입제상습사용자는 31.3%에 달하였다. 진통제, 잠안오는 약, 살빼는약 사용 경

험 여부에서는 가정생활에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무경험자와 상습사용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가정생활에 매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무경험자 1.7% ,

상습사용자 18.9%로 상습사용자가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부모와의갈등문제는갈등을갖고있는학생의 수와갈등의내용두 가지측면에 있어서 약물

무경험자와상습사용자간에 서로다른특징을 보이고 있다. 흡입제무경험자가상습사용자에비

해 부모와의갈등경험이 더 적고내용면에있어서도주로학업성적과관련하여갈등이있는것

으로나타났다. 흡입제상습사용자의경우컴퓨터사용과기타문제로인해갈등을갖고있는학

생이학업성적으로인해갈등을갖고있는학생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통제, 잠안

오는약, 살빼는약의경우, 상습사용자가무경험자에비해부모와갈등을갖고있는학생비율이

높았다. 그러나갈등의내용면에있어서는상습사용자와무경험자간에특별한차이는보이지않

는 것으로발견되었다.

그림5. 학업성적에대한주관적인평가와

흡입제사용경험

그림6. 학업성적에대한주관적인평가와

유해약물사용경험

그림7. 가정생활만족도와흡입제사용경험 그림8. 가정생활만족도와유해약물사용경험

그림9. 부모와의갈등과흡입제사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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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3.7%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생활수준이 중하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진통제, 잠 안오는 약,

살빼는약의경우에있어서도비슷한 양상이관찰되어생활수준이중하이하라고보고한학생들이

무경험자의경우18.2%인반면상습사용자의경우30.2%에 달하는수준을보였다.

3) 학교와또래집단요인과약물사용경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의 약물 사용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제를상습적으로사용하고있는학생들의 43.8%가 학교생활에매우불만족하다는의견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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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친부모와함께 사는지 혹은 부모 아닌다른 사람과 함께사는지 역시학생들의 약물

사용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것으로 판단되었다. 약물무경험자의 5%에달하는 학생이 부모

아닌사람과 함께 사는반면, 약물상습사용자의12%에해당하는학생들이부모 아닌 다른사람

과 함께사는것으로나타났다.

생활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인 평가는 약물사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입제 무경험자의경우 18.2%의 학생들이생활수준을중하이하라고응답한 반면상습사용자의

그림10. 부모와의갈등과유해약물사용경험

그림11. 부모직업유무와흡입제사용경험 그림12. 부모직업유무유해약물사용경험

그림13. 함께사는사람과흡입제사용경험 그림14. 함께사는사람과유해약물사용경험

그림15.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흡
입제사용경험

그림16.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유
해약물사용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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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는말

최근일부학생들사이에서좋은학교성적을얻고자마약성분이포함되어있는주의력결핍자

용 의약품 (일명“머리좋아지는 약”)을 남용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사실은 본 연

구 결과 일반학생들이 과다한 학업의 중압감으로인해 진통제와 잠 안오는 약을 남용하고 있으

며, 특히여학생의경우외모에대한과대한관심으로살빼는약을남용한다는사실과그 맥을같

이 하고 있다. 특수학생들사이에서만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 사이에서도제기되고 있는이러

한 약물남용문제에보다많은우려를보여야할 시점이라고생각한다.

부모모두가직업을갖고있지않거나친부모와함께살지않는청소년이약물남용경험이높다

는 사실은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지(support)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현실이청소년으로하여금약물을사용하도록작용하고있다는사실을지적한다. 이와더불어많

은 수의약물상습사용자가고민이있을경우도움을 요청할사람이 없다는사실또한청소년에

대한특별한관심과배려가청소년약물남용예방을위해필요하다는것을지적해준다.

학업성적에 대한열등적인의식을 갖고있으며 미래에 대한낮은 기대감을갖고 있는학생들

이 보다 많은 약물사용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 약물중독 예방정책이 학교생활에 부적응

을 보이는학생들에게집중되어야할 것이며, 이러한부적응의원인- 예를들면, 낮은학교성적과

친구관계- 을해결하는것이청소년약물중독예방을위한선결조건이라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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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진통제, 잠안 오는약, 살빼는약의상습사용자 중 30.2% 역시 학교생활에매우 불만족

하다는의견을보였다.

약물을 상습적으로사용하고 있는학생들은무경험자에 비해이성친구를많이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흡입제 상습 사용자의 경우 3명 이상의 이성 친구를 갖고 있는 학생이 45.2%로

무경험자의20.3% 보다높은수치를보였다. 진통제, 잠안 오는약, 살빼는약의상습사용자역시

3명 이상의 이성친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42.3%에 달해 무경험자의 19.7%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17. 학교생활만족도와흡입제사용경험 그림18. 학교생활만족도와유해약물사용경험

그림19. 이성친구와흡입제사용경험 그림20. 이성친구와유해약물사용경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