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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를 말하다 _ 포토

사진으로 만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KAADA NEWS

❽

❶ 2016-12-27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❹ 2017-01-25 설 명절 계기 민생현장(청운보육원) 방문

❷ 2016-12-29 크리스찬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상담교육 및 사례 관련 학술

❺ 2017-02-08 2017년도 제1차 지부장단회의 개최
● 2017-02-14 2017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 개최

정보 등 교류 증진)

❸ 2016-12-29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방문
● 2017-01-02 2017년 새해 시무식 개최

● 2017-01-05 (렛츠런재단 지정기부사업) 탈북 및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결과보고회
● 2017-01-11 본부 사무처 조직개편(6팀→3팀)
● 2017-01-10 2017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❶

❷

● 2017-02-15 서울시유해약물사업 결과보고회 진행(2016.05. ~2016.12.)
● 2017-02-15 이경희 이사장, 국회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협약식 참여
● 2017-02-14~17 2017년도 제1기 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실시(27명)
❻ 2017-02-17~19 서울지부 주최 뮤지컬 ‘미션’ 참가,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 2017-02-21 2017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2017년도 예산 조정 및 규정 개정 안건 심의’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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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요 활동사진

❹

❻

❺

❼
● 2017-02-23 한국중독범죄학회와 업무협약 체결
(마약류 정책연구 및 연구자료의 교류 증진 및 업무협력)

● 2017-02-22 삼육대학교 교재개발 사업 결과보고
● 2017-02-23 2017년 제1차 정책세미나 개최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찰’
● 2017-03-03 식약처 연구과제 최종 심사 발표회(2016.03.~2017.3.)
❼ 2017-03-16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북한마약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정보 교류협력)

● 2017-03-14~17 2017년도 제2기 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실시(16명)

❾
❽2017-03-21 남서울대학교와 마약류 예방 업무협약 체결,
마약류 예방활동 동아리 제1호 ‘마그마’ 발대식 및 마약퇴치 합동 캠페인 개최,
이경희 이사장 특강 '한국 불법마약류 남용 실태와 대응과제'

●
●
●
●
●

2017-03-22 2017년도 제2차 지부장단회의 개최
2017-03-24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
2017-03-30 매년 6월 26일,‘마약퇴치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
2017-04-12 ‘렛츠런재단’ 지원으로 취약계층 교육·인식개선 사업 추진 (2017. 4~12.)
2017-04-11~14 2017년 제3기 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실시(26명)

❾ 2017-04-21 한국마약퇴치운동부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❿

❿ 2017-04-25~28 2017년 제4기 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재활교육 실시(약 26명)

●
●
●
●
●
●
●
●
●

2017-04-23 ‘2017 건강서울 페스티벌’ 참여,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2017-04-26 이경희 이사장,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마약알콜학과 특강
2017-04-29 (동성제약 주최) 송음건강마라톤대회 참여, 마약퇴치 캠페인 개최
2017-04-03~30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창립 25주년 기념’ 이벤트(www.drugfree.or.kr)
2017-04-06~22 8개 교정시설 13회기 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 충주구치소 교육 시작
2017-1~4월 SNS 운영, 마약퇴치 활동 실시 (facebook.com/kaada21)
2017-1~4월 KAADA News-Letter, 마약류관련 정보 및 운동본부 소식을 담아 이메일 발송
2017-1~4월 마약류·약물남용 예방 상담 실시(전화, 내방, 인터넷, 서신) 중독재활센터 02-2679-0436
2017-1~5월 마약퇴치 전문계간지(웹진) <아름다운 젊음>2017년 봄호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