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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 나오기 까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지부
지부

주소

전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4층

02) 2677-2245

서울특별시지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서초3동 1489-3)

02) 598-8395

부산광역시지부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272 (초량동) 부산시약사회관 2층

051) 462-1022

대구광역시지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175 (황금동 757-3)

053) 764-1207

인천광역시지부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212번길 5 약사회관 내 (주안3동 739-11)

032) 437-7910/4

광주·전라남도지부

광주시 서구 경열로75 약사회관 2층

062) 384-2818

대전광역시지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57 (월평동 28-4)

042) 628-8675/6

경기도지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448번길 17-3(이목동 195-14)

031) 257-7582

강원도지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2-1 (근화동 709-8)

033) 251-6115

충청남도지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성정동 800)

041) 572-2345/6

전라북도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1-13 (2층)

063) 232-5112/3

경상북도지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28, 303호(신천4동 291-1 동원빌딩)

053) 742-5165

경상남도지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808호(용호동 7-2 오피스프라자)

055) 287-9993

청소년 유해약물 안전지대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청소년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걷잡을 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시간과 기회를 갖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지정 치료기관
시•도
서울

기관명

주소

전화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

02-300-8052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02-2204-0114

강남을지병원

서울 강남구 논현동 59

1899-0001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051-507-3000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00

인천

인천참사랑병원

인천 서구 원창로240번길 9

032-571-9111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광주 광산구 삼도로 84-3

062-949-5280

대전

참다남병원

대전 중구 대흥동 467-1

042-222-0122

울산

큰빛병원
경기도의정부의료원
용인정신병원

울산 남구 신정2동 1650-9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052-272-2505
031-828-5000
031-288-0114

경기

‘안전지대’는 알찬 프로그램과 우수 강사들이 소속돼 있는 한국마
약퇴치운동본부를 의미한다.

‘작전타임!! 청소년 유해약물 안전지대 프로젝트~’에
서 ‘안전지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답 : 한국○○○○운동본부

계요병원

경기 의왕시 오전로 15

031-455-3333

강원

국립춘천병원

강원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824

033-260-3000

충북

청주의료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흥덕로 48

043-279-0114

충남

국립공주병원

충남 공주시 고분티로 623-21

041-850-5700

전북

원광대학교 병원

전북 익산시 무왕로 895

1577-3773

전남

국립나주병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061-330-4114

경북

포항의료원

경북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054-247-0551

국립부곡병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055-536-6440

양산병원

경남 양산시 모래들 1길 91

055-389-1234

11월 30일까지 마약류 오ㆍ남용 온라인 교육시스템(edu.drugfree.or.kr)

연강병원

제주시 죽성서로 14

064-726-7900

참여마당 > 자유게시판에 정답을 달아주시면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경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지부장
서울지부장
부산지부장
대구지부장
인천지부장
광주전남지부장
광주전남지부장
대전지부장
경기지부장
강원지부장
충남지부장
전북지부장
경북지부장
경남지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작전타임!!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 부모와 교사가 ‘작전타임’을 요청해

제주

김종환
이태웅
이재규
김용구
정현철
옥순주
문태화
김이항
이경복
박정래
서용훈
권태옥
윤성미

Quiz

마약류•약물남용 예방 상담소 (전국 상담 대표전화 1899-0893)
서울 080-022-5115

부산 080-522-5115

대구 053-764-1207

인천 080-031-5115

광주·전남 080-767-5115 대전 080-202-5115

경기 080-257-5115

강원 033-251-6115

충남 041-572-2345

전북 080-232-5112

경북 053-742-5165

경남 055-287-9993

인터넷 홈페이지 www.drugfree.or.kr 본부대표 E-mail : drugfree@drugfree.or.kr 상담전용 E-mail : coun@drugfree.or.kr

마약류 사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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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가 희망이 됩니다

2017 AUTUMN VOL. 86

아름다운
세상지기가 되세요
우리 삶의 터전인 가정과 사회를 밝히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Autumn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여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지켜내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마약없는 밝은세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회 가입안내
회 원 자 격
회비납부 방법
온라인 송금

마약류퇴치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단체)
CMS 자동이체, 온라인 송금
예금주(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업은행 327-001666-04-029 l 하나은행 138-006203-00204

주
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4층
Tel 02-2677-2245 l Fax 02-2677-2247 l E-mail huwon@drugfree.or.kr

락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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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 1항과 동법 시행령 80조 제 1항 5호 규정에 의해 정산 처리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기부금)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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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작전타임! 안전지대 프로젝트

마약류범죄백서(대검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