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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를 말한다 - Focus

사진으로 만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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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4 이경희 이사장 식약처 청렴결의대회 참석
 2016-07-08 시도지부장단 회의(대구)
 2016-07-11 마약퇴치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실시, 마약퇴치연구소 활성화 방안 관련 논의
❶ 2016-07-19 아세안 8개국 마약류퇴치관련 공무원 방문, 활동소개 및 재활센터 시설 견학 진행
 2016-07-19 이경희 이사장, 콜롬비아공화국 독립기념식 참석
 2016-07-28 ~ 10-07 마약퇴치 정책세미나 개최 및 5차례 회의 진행
❷ 2016-07-29 제3차 이사회 개최, 제9기 임원진 구성 완료 (이사 28, 감사 3) 마약정책의 중심도약 다짐, 마약퇴치 캠페인도 함께 개최
 2016-08-11 상임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1차 회의, 8월 29일
 2016-08-22 ~ 25 2016 을지훈련 참가
 2016-08-29 상임이사추천위원회 2차 회의
❸ 2016-08-26 실무자 및 현장교육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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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9-05 탈북청소년 실태조사 실시
❹ 2016-09-09 민간자격증 과정 개설 1차 자문회의진행
 2016-09-06 2016년 제3차 식약처 산하기간 연석회의 참석
 2016-09-09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단 회의
 2016-09-09 ~ 10-10 ‘2016 마약퇴치 신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16-09-20 국회, 17년 보건복지위 예산검토회의 참석
❺ 2016-09-21 교육콘텐츠 중학생용 프로토타입 중간평가회 진행
 2016-09-22 ~ 23 이경희 이사장, 대검찰청 국제마약회의 참석

❻

❻ 2016-07~09월 마약퇴치 캠페인 3회 실시
광화문(7월), 당산역(8월),‘2016 건강서울 페스티벌’ 서울광장(9월)
❼ 2016-09-27 일본 DARC와 MOU 체결
재활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교류 확대 등 마약류 중독재활복지 분야의 활성화
❽ 2016-09-27 약물 오·남용 예방 뮤지컬 부산지부 공연
 2016-07~09월 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실시 (총 4회,119명 이수)
 2016-07~09월 여성회복모임 ‘지지배배’ 실시(3분기 월 1회, 총 3회기 진행, 11명 참석)
 2016-07~09월 중독재활센터, 카리스 요양원과 라파엘의 집 봉사활동 전개(4회)

❻

 2016-07~09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운영
중독재활센터는 약물의존자들을 위한 ‘치료 공동체’로 약물중독에서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동안 주거환경, 치료 프로그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4시간 제공
(2016년 3분기 5명 입소자와 외래이용자 1명). 건강한 사회복귀 준비 및 다양한 재활프로그램, 봉사활동, 캠페인 등에 참여
 2016-09-01~30 ‘마약퇴치 공감하기’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www.drugfree.or.kr)
 2016-07~09월 SNS 운영, 마약퇴치 활동 실시 (facebook.com/kaada21)
 2016-07~09월 KAADA News-Letter, 마약류관련 정보 및 운동본부 소식을 담아 이메일 발송
 2016-07~09월 중앙본부 상담실, 약물상담자의 병원연계와 지역사회연계 서비스 제공
 2016-07~09월 마약류·약물남용 예방 상담 실시(전화, 내방, 인터넷, 서신)전국상담전화 1899-0893, 중독재활센터 02-2679-0436, E-mail : coun@drugfree.or.kr
 2016-10월 마약퇴치 전문계간지 아름다운 젊음 2016년 가을호 4천부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