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ER 2016 +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마약퇴치 활동탐방

제14회 마그미상 시상식 개최
예방부문 6명, 치료재활사회복귀 부문 2명, 단속부문 3명 수상
2016년 6월 24일, 제30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제14회 마그미상 수상자에게 시
상했다. 대한약사회의 후원으로 매년 실시하는 마그미상 시상 사업은 마약류 예방, 치료재활사회복귀, 단속, 언론보도부문에서 탁월한
사람들을 발굴하여 격려해 마약류퇴치노력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6월 3일까지 추천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
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했다. 2016년에는 예방부문 6명, 치료재활사회복귀부문 2명, 단속부문 3명 등 총11명이 수상했다.

치료재활사회복귀부문

이영렬 국립부곡병원 원장

서용석 치료감호소 간호조무서기

● 약물중독진료소 활성화를 통해 마약류중독자의 치료재활
사회복귀 역할을 성실히 수행
● 국립약물중독 진료소로서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 마약류 중독자 가족을 위한 치유프로그램 실시
●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한 마약류퇴치활동에 기여
● 약물중독 치료 연구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약물중독자 대상 단약 및 재활교육 실시
·재발예방교육(연 96회/1,200명), 재활교육(연 49회/510명)
● 수용사고예방에 기여
● 내실 있는 생활지도로 환자 정서 순화
● 책임 있는 간호업무 보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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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마그미상 시상식

예방부문

강호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 예방교육강사

김종황

●2013년부터 예방교육 강사로 예방교육 활동
● 1997년부터 김해시약사회장을 맡아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퇴치 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헌신
● 수강명령대상자 재활교육 및 마약류 명예지도원 등 선도적
역할

● 2001년 인천지부에 입사하여 인천지부가 실시하는 예방홍
보 및 교육활동부터 재활사업, 직접 강의 등 인천지부의 마
약류퇴치사업 활성화에 기여
●참여하는 예방 홍보활동 기획 추진함
·학교축제를 찾아가 동아리 주축 예방활동 지도
·매년 마약류퇴치 창작공모전을 성공적 추진

손영주 서울영등포구보건소 약무팀장

윤정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예방교육전문위원

● 1995년 부터 서울특별시 보건소 의약과에 근무하면서 마약
류 오남용 예방,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차단을 위한 철저한
업무처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
●예방교육, 캠페인, 공모전 및 전시회 실시
●청소년 의약품안전지킴이 및 전문가 교육 실시

● 2004년 대구지부 설립부터 예방교육 전문위원 참여
● 2006년부터 매년 예방교육강사 워크숍 및 강의모델개발
프로그램에 기여
●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
● 2008년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위한 학교장
초청 포럼」의 성공적 추진

임은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예방교육강사

정현주 부산사하구보건소 지방약무주사

● 부산지역 청소년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활성화
· 부산 초, 중, 고등학교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유혹대처
기술훈련과 마그미 또래상담자교실 교육
● 2010년부터 부산시약사회 학술교육이사로서 약사 역량강
화를 위해 헌신적인 봉사

● 2007년부터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정기 감시, 마약류 취급
자 교육, 마약류감시원 역량 강화 및 마약류 폐해 홍보 및
교육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
● 연2회 불법 마약류 폐해 홍보캠페인 실시
● 마약류취급업소(총 1천88개) 지도 및 교육(총 26회, 836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 사무국장

단속부문

박래혁

인천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

●2007년 부터 검찰공무원으로서, 마약
수사를 전담하여, 2015년부터 최근까
지 18명의 마약류사범을 검거하여 구속
기소하고, 필로폰 9.569kg, 엑스터시
100정 등 압수.
·2016. 2. 필로폰 밀반입자 1명과 밀수
상선 1명 구속 및 필로폰 212g 압수 등

박훈배 인천본부세관 마약조사과 관세주사

오기현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장

● 2003년부터 인천공항세관 등에서 마
약조사업무, 최근 5년간 메스암페타민
21.7kg, 해시시 11.3kg, MDMA 4만정
총 130여건 적발 및 압수.
●국내 마약류 밀반입 및 공급조직 와해
●지방의 세관직원에 단속기법 전수

● 2015년 8월부터 충남지방경찰청 마약
수사대에 근무
● 총 100여명의 마약류사범을 검거하고
필로폰 255g을 압수하여 불법마약류
유통을 차단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
성에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