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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알아야 할 사항

대부분의 청소년은 마리화나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은 마리화나를
경험해보려고 하고, 일부 청소년은 계속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뇌는 25살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합니다.
마리화나와 같은 약물의 사용은 뇌의 성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마리화나의 사용은 학업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킬 위험성을 높여줍니다. 마리화나가
학습, 기억,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 여러분은 자녀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에 관해
빨리 그리고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 예상치를 설정하십시오.
•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결과를
강제하십시오.
마리화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www.Learn About MarijuanaWA.org
또는 www.drugfree.org
WSLCB에 연락하기 위한 이메일:
prevention@liq.wa.gov

여러분이 아는 누군가가 마리화나를
끊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Washington 회복 전화상담 서비스 1.866.789.1511
다른 형식으로 된 본 내용에 관한
출판물을 원하시면
(360) 664-1783.을 통하여

ADA 코디네이터에게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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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을 아십시오
마리화나는 해롭지 않다.

마리화나는 조정력과 인지력을 손상시키고,
학습능력 및 기억력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감과 공포감, 편집증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14살까지 마리화나를
사용한 8명의 청소년 중 1명이 중독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과 마리화나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몇
가지 다른 위험을 가집니다. 모든

종류의 연기를 흡입하는 행위는 폐를
손상시킵니다. 마리화나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영향을 느끼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늦게 나타나므로 보다
쉽게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오락을 위한 마리화나의 사용에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21세 이상만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으며 그 양은 사용 가능한
마리화나의 경우 1온스, 고체 형태로는 16
온스, 액체 형태로는 72온스로 제한됩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제한적입니다. 마리화나는 공공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방 또는 부족의
땅에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1세 미만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21세 미만인 경우, 미성년자
마리화나 소지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40
그램을 초과하는 양을 소지하는 행위는 “C”
등급 범죄입니다(10,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10년의 징역형).

부모가 자녀에게 마리화나를 나눠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모든 미성년자에게
마리화나를 제공하는 행위는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