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십대 건강 검사   
Teen health screen - Korean 
알코올과 기분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당 병원은 

모든 십대 환자들에게 알코올과 기분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담당 의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답변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S2BI: 

지난 1년 동안 다음 물질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습니까? 

사용 안 
함 

한 번 
또는 두 번 월 1회 주 1회 

담배: □ □ □ □ 

알코올: □ □ □ □ 

마리화나: □ □ □ □ 

 

위의 모든 질문에 "Never"라고 대답한 경우 CRAFFT 질문 #1로 건너 뛰고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래의 모든 질문에 계속 답변하십시오. 

 

처방전을 받지 않은 처방약물: 
(예: 진통제, Adderall) 

□ □ □ □ 

불법 약물: (예: 코카인, 엑스터시) □ □ □ □ 

흡입물: (예: 아산화질소) □ □ □ □ 

허브 또는 합성 마약:  
(예: 샐비아, “K2”, 배스 솔트) 

□ □ □ □ 

 

CRAFFT questions 아니오  예 

1. "흥분 상태"에 있거나 알코올 또는 약물에 취한 누군가(귀하 포함)가 
운전하는 차에 탄 적이 있습니까? □ □ 

2. 기분 전환, 기분 고조 또는 사교를 위해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 

3. 외롭거나 혼자 있을 때 알코올이나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 □ 
4. 알코올이나 약물에 취해 있는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 

5.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음주 또는 약물 사용을 끊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 □ 

6. 알코올 또는 약물을 사용하는 동안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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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health professional 

 

 

Interpreting the S2BI questions: 

 

 

 

 

 

 

 

 

 

 

 

Interpreting the CRAFFT questions: 

Any “Yes” responses should be explored with the patient to reveal the extent of substance use–related 

problems and inform the brief intervention. 

 

Brief education: Sharing information with patients about the risks of substance use.  

 

Brief intervention: Patient-centered discussion that employs Motivational Interviewing principles to raise a 

patient’s awareness of their substance use and enhance their motivation to reduce harm from their use. Brief 

interventions are typically performed in 3-15 minutes, and should occur in the same session as the initial 

screening. Repeated sessions are more effective than a one-time intervention. 

 

If a patient is ready to accept treatment, a referral is a proactive process that facilitates access to specialized 

care for individuals likely experiencing a substance use disorder. These patients are referred to alcohol and 

drug treatment experts for more definitive, in-depth assessment and, if warranted, treatment. However, 

treatment also includes prescribing medications for substance use disorder as part of the patient’s normal 

primary care.  

 

More resources: www.sbirtoreg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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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est frequency  

of non-tobacco 

substance use Risk category Recommended action 

Never Abstinence Positive reinforcement 

Once or twice No substance use disorder (SUD) Brief education 

Monthly Possible mild SUD Brief intervention 

Weekly Possible moderate or severe SUD 
Brief intervention 

(offer options that include treatment) 

https://www.sbirtoreg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