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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를 말한다 - 마약퇴치 人

제30회
‘세계마약퇴치의날’격려사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청정국 위상 지키겠습니다”

손문기
2016.06.2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올해로 30회를 맞은 ‘세계마

약 청정국’위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각자

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

맡은 분야에서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

니다. 오늘 행사 전반을 준비해 주신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최근 인터넷·SNS,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

니다.

약류에 대한 불법거래나 밀반입이 증가하고 기존의 마약류 구조 등

아울러 마약류 퇴치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을 조금씩 변형한 신종마약류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마약류 안

존경하는 오제세 의원님, 전혜숙 의원님, 박민표 대검찰청 강력부장

전관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미국 뉴욕에서 18년 만

님,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들과 이 자리

에 개최된 유엔마약특별총회(UNGASS)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한 단

를 함께 할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마

속·처벌만큼이나 마약 중독자에 대한 재활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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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 전반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로서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
계를 구축하여 제조부터 유통·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서 철저하게 관리하여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정입니다. 아울러 마약 중독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있는 마약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사용의 위험성과 폐해를 알리는 대

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약류 국내 유입

국민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

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특송화물, 국제우편, 휴대물품 등에 대한

리 전반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유관기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신종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신속하게

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조부터 유통·사용에 이르

차단할 수 있도록 임시마약류 지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현재의 절반

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하여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수준인 2~3개월로 줄일 계획입니다.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

또한 의료용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 통합관리

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취급내역 보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예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