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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2015. 12-28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유관기관 워크숍 공동 개최
 2015. 12 Month 2015년도 마약류심각성인식도 조사 실시
❶ 2016. 01-04 2016년 새해 시무식 개최
❷ 2016. 01-20 2016년 제1차 중독재활센터 자문위원회 및 예방상담소 운영위원회

 2016. 01-28 마약퇴치 홍보영상 제작 배포 (12개 시도지부 및 포탈사이트 게재 배포)
❸ 2016. 02-15 2016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와 지자체의 시도지부 지원관련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개정 및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논의

❷

 2016. 02-12 2015년도 사업, 회계·업무 전반 ‘자체 정기 감사’ 실시
❹ 2016. 02-16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1차 자문회의 실시
 2016. 02-22 도봉구 창동에 홍보게시판 3호 설치
 2016. 03-06 2016년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 1차 마그미 강사단 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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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청정국가를 향한
사회중추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❻

❺ 2016. 02-22‘신종유사마약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제1차 자문·전문위원회의 개최
❻ 2016. 02-24 2016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2016년 1차 이사회에서 2015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16년도 사업예산 조정 건 등 논의
❼ 2016. 01-26, 03-25 중독재활센터 ‘카리스 요양원’ 봉사활동 전개
 2016. 03-15 재무예산 관련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개최
❽ 2016. 02~03 Month 중독재활센터 입소자와 함께 ‘지역사회 마약퇴치 캠페인’ 실시
2월 23일, 3월31일 오전, 당산역주변에서 중독재활센터의 입소가족과 함께 마약퇴치 홍보물 배포 및 주변지역 환경정리,
지역사회 마약퇴치 캠페인 실시

❽

❹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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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늘어나는 마약류 확산에 대응하여
모든 국민이 마약류로 부터 안전한 선진사회를
실현하는 선봉장이 될것 입니다”

❶

❹

❷

❸
❶ 2016. 04-08 약물사용자 및 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토닥토닥! 으싸으싸! 함께하는 캠프」 실시
국립부곡병원과 공동으로 실시된 이번 캠프는 국립부곡병원에서는 신정욱 약물중독진료소장, 최화경 중독진단과장, 변영
미 정신보건간호사, 나근우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약물사용자 및 그들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중독의 기전, 약물 남용 치료,
중독에 대한 가족의 올바른 대처방안 등에 대해 강의
❷ 2016. 03-10 전영구 이사장,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약물중독재활상담 전문가 최고위과정 마약류 폐해 강의
❸ 2016. 03-14 일본 다르크(DARC) 관계자 기관 방문, 상호협조 논의
❹ 2016. 03-05 아동보육시설 ‘청운보육원’ 방문 사회공헌활동 펼쳐
❺ 2016. 03-15 재무예산 관련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회의 개최
❻ 2016. 03-31 지역사회 마약퇴치 캠페인(당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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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2016. 04-19~21 UN 국제 마약총회 (UNGASS 2016) 참석 ▶ 마약퇴치 활동탐방 참조
 2016. 1~4 Month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교육진행
마약류관련위반으로 인한 검찰청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존에 대한 바른 이해와 치료·
재활 동기를 고취시키고 재발을 예방하고자 교육을 실시하여, 1분기에는 총 4회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59명이 이수
 2016. 1~4 Month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 운영
중독재활센터는 약물의존자들을 위한 ‘치료 공동체’로 약물중독에서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과정동안 주거환
경, 치료 프로그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4시간 제공하고 있으며, 2016년 1분기에는 4명 입소자와 1명의 외래이용
자가 다양한 재활프로그램과 월 2회 정기봉사활동, 마약퇴치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등에 참여
❽ 2016. 04-01 시도지부 직원연수 실시
전자결재·예산회계 시스템, 부패방지 청렴교육,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운용시스템, 2016년도 사업관련 연수
 2016. 1~4 Month SNS 운영, 마약퇴치 활동 실시 (facebook.com/kaada21)
 2016. 01-28~02-04 ‘2016 ‘마약퇴치 번개’ 홈페이지 이벤트(http://www.drugfree.or.kr)
 2016. 02-17~03-31 ‘2016년 마약퇴치 사이버버튼 달기’ 홈페이지 이벤트(http://www.drugfree.or.kr)
 2016. 1~4 Month KAADA News-Letter, 마약류관련 정보 및 운동본부 소식을 담아 이메일 발송
 2016. 4 Month 마약퇴치 전문계간지 <아름다운 젊음> 2016년 봄호 4,000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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