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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마약퇴치 활동

動

전국 지부소식
서울지부

Seoul Branch

전화 l 02-598-8395 상담 l 080-022-5115 주소 l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1층

서울지부는 마약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 2004년도에 설립되어 약물중독으로 고통 받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돕고, 지역사회와 서울시민
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각종 유해약물의 폐해를 알리기 위해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활, 연구, 홍보, 상담사업 등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예방활
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종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장

안녕

하십니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지부장
김종환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마

약은 과거보다 손쉽게 급속도로 지역사회로 퍼져나가고 있습
니다.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시각각 우리의 자녀와 건
강한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 마약류의 오남용이 일부 부유층을 중심으로 남용된 양상
과는 다르게 이제 일반시민을 비롯한 전 사회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마약
류 및 각종 유해약물의 유혹으로부터 서울시민을 돕고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실천적인 치료재활에
기여하고자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창립되었습니다.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
는 그날까지 저희 서울시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앞장서서 서울시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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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교육지원청 또래리더학교 :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하는 청소년 건강지킴이 또래리더학교 35명 대상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년수강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마벤저스 대학생봉사단 발대식

■

청소년건강지킴이 또래리더 학교(서울중부교육지원청) : 1월 08일~09일, 서울 효제초등학교,35명 대상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약물수강명령교육 실시 : 2월 09일 11명 대상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약물수강명령교육 실시 : 2월 21일 20명 대상

■

서울남부교도소 마약치료재활 기본교육 실시 : 4월 3일~5월 21일, 7명 대상

■

서울준법지원센터 약물수강명령교육 실시 : 4월 11일 15명 대상

전국 지부소식

부산지부

Busan Branch

전화·상담 l 051-462-1022 주소 l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72, 4층(초량동, 부산시약사회관)
부산지부는 마약없는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하여 1992년도에 출범했습니다. 1993년 부산상담소 개설을 시작으로 마약 없는 부산 추진위원회
를 조직, 성인사범 대상 집단상담(부산 구치소), 4대 교정시설 단약동기 증진 프로그램, 검찰청의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 프로그
램 등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치료/재활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예방 교육 사업(식약처 주관)이
활성화 되었고, 2016년을 기점으로는 마약류 폐해 알림 콘텐츠 공모전, 거리공연 캠페인, 마그미청년기획단(대학생 대외활동) 등 홍보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부산지부 뿐만 아니라 한국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인지도를 향상시켜 치료/재활상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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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장

18년도 어느새 반이 지나, 지부장으로 취임 후 여
섯 번째 맞는 여름은 그 어느 해보다 뜨겁습니다.

그간 진행했던 사업을 돌아보자면 만족감보다 아쉬움이 더 크
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더 힘을 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를 기억하고 함께한 경험을 소중히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약물 오남용예방교육에 참여한 개구쟁이 초등학생부터 교도소 수감 중에 단약동기 증
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민수(가명)씨, 자조모임에서 밝게 웃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던 진수(가
명)씨 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노력을 기울이는 이들 덕분에 저희의 노력이 비로소 빛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가 스쳐가는 인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의 활
동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 희망을 얻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들에겐 그 어떤 조력자 보다 분명하게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산지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으며, 어제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안내

■

마약퇴치의 날 기념행사 : 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지자체가 후원하고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 일선 공무원 및 유관기관 실무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마약퇴치 사업
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념행사
■

검찰청의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대상자 프로그램

■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지원 사업(식약처) : 의약품 안전 사용교육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구매습관 개선 교육 프로그램

■

교정시설 단약동기 증진 프로그램(부산구치소,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

약물 오·남용 예방 뮤지컬 : 초등학생 대상, 조기 약물오남용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뮤지컬

■

마약퇴치 거리공연 캠페인 : 공연 콘텐츠를 접목, 대외 인지도 향상시키고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

■

마그미 청년기획단 : 대학생 대외활동 단체 조직, 마약류 노출 심화에 따른 청년층 대상 교육. 캠페인 및 온라인 홍보활동을 진행

■

마약류 폐해알림 공모전

■

부산지역 청소년 약물남용예방 공동체 정기총회 : 2월 19일, 24명 대상

■

햇살교실2(금연교실) 프로그램 실시 : 1~4월 2회 실시, 29명 대상

■

2018년 정기 이사회 : 3월 15일 실시, 이태웅 본부장 외 임직원 참석

■

보호관찰소 수강청소년 부모교육 실시 : 3~4월 1회 실시, 15명 대상

■

유관기관 연계 캠페인(보건소) : 3월 31일~4월 1일, 마약퇴치 캠페인

■

회복자 및 가족을 위한 치료재활프로그램 실시 : 1기-3월 19일, 2기-4월 9일

■

마그미청년기획단 선발 및 발대식 : 4월 27일~28일, 16명

■

2018년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지원사업-강사양성교육 : 3월 18일

■

단약동기증진프로그램 : 창원교도소(4명), 부산교도소(10명), 부산구치소(10명)

■

2018년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교육 실시 : 3~4월 7회, 472명 대상

■

부산보호관찰소 약물수강명령교육 : 3월 29일~4월 12일, 8명 대상

■

지역사회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실시 : 3~4월 11회, 1,171명 대상

■

검찰청 의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 실시 : 1~4월, 31명

■

청소년 마약류 등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실시 : 3~4월, 505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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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
대구지부

Daegu Branch

전화·상담 l 051-462-1022 E-mail l dgdrug@hanmail.net 주소 l 대구 수성구 희망로 175 대구광역시약사회 별관 2층

대구지부는 2004년 출범하여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강한 대구 만들기’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으며 본부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과 이
사, 후원회, 예방교육 전문위원, 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교도소, 소년원 등 마
약 관련 재소자들의 재활교육 및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과 관련 자료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

이재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장

지부는 마약류를 비롯한 약물류의 오·남용과
중독예방을 위하여 중독자 치료재활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라는 두 가지의 큰 활동 목표 아래 보다
설득력 있고 효과 높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대상연령을 초·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낮
추고 소외계층 대상의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식 교육을 탈피한 다양한 교육용
교구실험 및 체험식 교육을 도입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대상자별 뮤지컬 공연을 개발하여 교육뿐 아니라 치료재활사업의 영역까
지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독자의 삶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회복자들
의 실제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한 전국에서 유일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뮤지컬과 청소년기의
고민 및 약물과 관련한 문제를 뮤지컬로 풀어낸 약물 오·남용 예방 청소년 뮤지컬도 제작하여 매년 많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받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지부는 예방활동과 함께 마약류 중독자와 그 주변가족들의 치료재활을 돕기위해 폭넓고 체계적인 활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안내

■

뮤지컬 ‘미션’ : 마약중독자들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스토리 구성하고 회복자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는 전국 유일의 뮤지컬

■

약학대학 실무실습 실시 : 약학대학생들의 마약류 퇴치 필요성에 관한 인식 향상

■

체험식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마그미 체험단’ 실시 : 강의식 예방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다양한 실습교구를 활용한 체험식 교육을 도입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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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 : 3월 3일 대구그랜드호텔 슈가홀

■

대구지방검찰청 간담회 : 4월 3일 대구지방검찰청

■

아름다운 세상지기(후원회) 감사의 날 개최 : 3월 3일. 대구그랜드호텔

■

대구청소년지원재단 간담회 : 4월 5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세미나실

■

불법 마약류 퇴치 거리 캠페인 : 3월 3일 대구범어네거리

■

대구지역 중독유관기관협의체 간담회 : 4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제4회 청소년 행복소통마당 참여 : 4월 27일 대구동성로

대구센터

전국 지부소식

인천지부

Incheon Branch

전화·상담 l 032-437-7910 팩스 l 032-437-7916 주소 l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212번길 5(주안동) 약사회관 1층

인천지부는 1992년 설립되어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지역사회와 취약계층 및 학교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창작공모전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마약과 약물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데 노
력하고 있으며, 마약류에 대한 폐해와 무분별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성 인지를 위한 컨텐츠 개발과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소 교육과 기소유예자 및 마약중독자들의 교육과 상담을 통해 회복을 도와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인천지부장

마약

은 인류를 병들게 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
어 범죄 및 폭력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킵

니다. 그런 마약이 과거와 달리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누구에게나 쉽게 접 할 수 있게 되면서 사회 전
반적으로 무분별하게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치료재활에 많은 시간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가족이나 사회까지도 파멸하게 된다는 걸 우리
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퇴치운동은 그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건강과
중독으로부터의 안전한 미래를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는 앞으로 지
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동을 통해 마약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안내

■

마약 및 약물오남용 예방을 위한 캠페인

■

지역사회 연계 예방교육 실시

■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보건사업을 위한 연수구와 업무협약 체결 : 4월 27일, 연수구청

■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1월~4월, 22개학교, 초등학생대상 2,472명.

■

지역사회교육(사회인및아동센터,의경교육센터 및 쉼터외) : 1월~4월, 18회, 675명

■

고등학생대상 연극예방교육:4월, 2회, 700명 대상

■

강사보수교육 : 4월 25일, 1회, 8명 대상

■

외부연계교육 : 4월, 8회, 유아및초중고등생 821명

■

기소유예자 상담 : 3~4월, 10회, 3명, 기소유예자 집단상담 4월19일, 3명

■

약물의존자 개인상담 : 33명

■

보건의날 캠페인 : 4월 17일, 인천시청, 행사부스지원, 30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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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
광주·전남
지부

Gwangju·Jeonnam Branch

전화 l 062-374-2818, 062-384-2818 상담 l 080-767-5115 주소 l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75 (2층)

광주전남지부는 마약없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1992년에 설립되어, 마약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마약류 의존자를 위한 치료재활
사업 및 약물오남용문제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 그리고 홍보사업 등을 펼쳐 광주전남의 마약류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초 “전국 병원 순회하며 수면내시경 먹튀, 잡
고 보니 마약중독자”란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전국 48개 병원을 돌아가며 입원하고, 22개 병원에서는 아무
런 병증이 없는데도 체중감소 이유를 대며 수면 내시경을 요구
하는 방법으로 위·대장내시경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이나 아
네폴을 상습 투약 받은 30대 남자가 구속된 사건입니다. 이 남
자의 중독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
는 담배와 알콜이 아니었을까요? 중독성을 야기하는 마약류에
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담배나 알콜이 있다면, 흔히 특수한 사례

정현철

최기영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남지부장

라고만 생각하는 수면제, 식욕억제제, 마약성진통제, 마약 등의
마약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마약류 안전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나 의식하고 있는 마약이나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의 폐해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나 주변

어른들을 통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담배나 알콜이 중독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중독과 폐해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우리의 아이
들은 쉽게 술·담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발생되는 금단현상이 어떠한지,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서
입원치료까지 병행해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교육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중독의 위험성을 내포한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이
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앞으로도 광주·전남지부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마약류 퇴치 캠페인이나, 거리이동상담, 학교 예방교육,
지역사회 일반인교육, 흡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퇴교실,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사업안내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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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오남용 예방인형극

■

거리이동상담 : 1월 총 1회, 일반시민 652명 대상 실시

■

■

교사교육 : 4월 총 1회, 60명 교사 대상, 흡연의 폐해와 흡연생 지도관리법 교육

■

■

마퇴교실Ⅱ : 4월~6월 총 6회, 84명 학생대상 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 취약계층 교육 : 4월 총 1회, 22명 대상 예방교육 실시
광주보호관찰소 약물수강명령 프로그램(1기)
: 4월 5회 약물수강명령교육 대상자 10명 대상

전국 지부소식

대전지부

Daejun Branch

전화·상담 l 042-628-8675~6 주소 l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264번길 57

대전지부는 개인과 사회를 파괴하고 국가를 병들게 하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약물 오·남용예방 교육,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공익 광고 등 각종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독자들이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태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부장

비교

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대전지역의 마약 사범
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적 수사를

피해 비수도권으로 공급책을 옮기는 과정에서 도주·유통이
용이한 교통 요지인 대전이 주목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정 대전을 지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교육을 펼치고 열린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시민들이 중독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중독자들을 재활의 길로 인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안내

■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 불법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 제고 위한 캠페인 실시

■

마퇴교실 : 약물 고위험군(흡연 청소년)의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 교육 및 효능감 제고

■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1월~4월, 초·중·고등학생 3,995명 대상, 44회

■

마퇴교실 : 1월~4월, 약물고위험군 중·고등학생 7명 대상, 18회

■

햇살교실 : 1월~4월, 대전소년원 상담조사 및 위탁교육생 113명 대상, 16회

■

교도소교육 : 1월~4월, 교도소 수감자 80명 대상, 2회

■

‘안전체험의 날’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 4월 12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1,500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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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
경기지부

Gyeonggi Branch

전화 l 031-257-7582 상담 l 080-257-5115 주소 l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48번길 17-3, 2층 (이목동 195-16)

경기지부는 마약없는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하여 2004년도에 전국 12개 지부 중 7번째로 출범한 NGO기구입니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위원회, 치료재활위원회, 컨텐츠 개발위원회, 홍보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조직 및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
자체와 교육청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이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장

건강

한 사회란 구성원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
한 사회를 뜻 합니다. 약물은 우리의 건강을 위

해 소중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오남용시에는 오히려 독이 되
기도 하는 물질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는 구성원간의 건강
한 관계의 단절과 사회구조의 부조화, 약물에 대한 호기심 등으로 이러한 약물사용자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홍보,
교육하며, 이미 약물에 노출이 된 중독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약의
전문가인 200여명의 약사들이 경기도내 곳곳에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특화된 전문가와
상담원들이 재활과 중독치료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약물로 인해 고민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문
제가 있다면 주저말고 저희 기관을 찾아와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주요 사업안내

■

학부모와 함께하는 힐링건강캠프
: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 학부모와 학생, 서포터즈가 함께하는 1박 2일 청소년 금연캠프

■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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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오남용 인형극, 연극 예방교육 : 유아부터 청소년을 대상 인형극, 연극, 형태의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금연 및 약물오남용 포스터 및 웹툰 공모전 : 초,중,고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과 관련한 포스터 및 웹툰 작품을 공모하여 홍보 및 인식고취

■

약학대학 연계 지역주민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 약대생들을 청년 마그미 강사로 양성, 교내 및 지역사회의 약물지킴이로 활동

■

학부모와 함께하는 힐링건강캠프 실시(경기도교육청사업) : 1월 20일~21일, 양평현대연수원, 37명 대상

■

의정부교도소 마약치료재활 기본교육 : 3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실시, 6명 대상실시

■

경기도청 벚꽃낭만산책 약물오남용 홍보캠페인 : 4월 13일~15일, 3만명 대상, 수원시 약사회 참여

■

고양 시민 건강박람회 거리이동상담 전개 : 4월 7일, 일산 문화광장, 2천명 대상

■

이천 도자기 축제 약물오남용 홍보캠페인 : 4월 28일, 이천시 일원, 4만명 대상

■

부천 그림그리기 대회 거리이동상담 : 4월 21일, 부천시청 앞 잔디광장, 8백명 대상

■

수원보호관찰소 약물수강명령교육 : 4월 9일~13일까지 실시, 18명 대상

■

의정부교도소 마약치료재활 집중교육 : 4월 5일~5월 17일, 7명 대상

전국 지부소식

강원지부

Gangwon Branch

전화·상담 l 033-251-6115 주소 l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2-1 강원도약사회관 1층
강원지부는 불법 마약류퇴치 및 약물남용을 근절하고 ‘건강한 강원’을 만들고자 200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지부는 지역별 홍
보캠페인을 통해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에 힘써 왔으며, 아동으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 대한 맞춤형 교육 자
료를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독 및 상담전문가로 구성된 재활강사단을 통해
도내 마약류사범의 단약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경복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장

안녕

하십니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원지부장
이경복 입니다. 강원 지부는 그 동안 타지부에

비하여 지부의 역량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새로
부임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대내외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 지부는 강원도라는 지역적인 여러 가지 특
수성을 감안하여 강원도, 유관기관인 강원도약사회와 잘 협력하여 교육사업과 예방사업, 재활사
업에 더 힘을 쏟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실적위주의 사업을 배제하고 예방교육사업 경우 훌
륭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지금보다 더 깊고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부운
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중 일부를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
여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안내

■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오남용예방캠페인

■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교육

■

2018년도 예방교육강사 위촉식 및 교육자료 제작발표 : 3월 21일, 원주시약사회관, 8명 대상 실시

■

강원도 중독유관기관 연합캠페인 : 4월 6일, 강릉 월화거리, 500명 대상

■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캠페인 : 4월 7일, 원주시민 건강의날, 원주시체육관 일원, 300명 대상

■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예방교육 : 1월~4월, 강원명진학교 외 98회, 2,65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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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
충남지부

Chungnam Branch

전화·상담 l 041-572-2345 주소 l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충남지부는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건설을 위하여 충청도에 있는 유일한 지부입니다. 저희 기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 사용을 위한
홍보, 교육, 약물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등 충청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장

마약

은 제 4의 전략물질이라 할 만큼 핵보다 더 무
서운 것입니다. 최근 복잡한 현대사회의 흐름에

따라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마약류 남용 계
층이 확대됨은 물론 외국산 신종 마약류 밀반입량이 큰 폭으

로 증가함에 따라 과거 전통적 취약 직업군에 속하던 무직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뿐만 아니
라 상대적 건전 계층인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는 물론 의료인 등으로까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
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론 여러 관계기관과 유
관단체 및 매스컴 등과 연계활동을 통한 능동적이고 폭넓은 마약류 등 약물남용방지를 위한 대국
민 홍보 및 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올바른 이해와 약물남용의 실태를 주지, 방관적 태도를 적
극적으로 자세로 변화시키고 가정 내에서부터 약물에 대한 기초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가정과 밝은 사회가 되도록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안내

■

마약류예방교육 :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지역사회 시민대상 예방교육

■

인형극 : 유아교육기관 및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해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교육방법으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약물남용예방교육

■

교정시설 재활교육 : 마약류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치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약물로부터
해방되고 건강하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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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재활교육 : 3월 6일~3월 15일, 7명 대상

■

홍성교도소 재활교육 실시 : 3월 20일~3월 29일, 7명 대상

■

홍성교도소 13회기 집중 재활교육 실시 : 4월 9일~5월 9일, 6명 대상

■

일반인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1~4월 총 1회 83명 대상 실시

■

초중고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1월~4월 총 8회 927명 대상 실시

■

인형극 약물예방 교육 : 1월~4월 총 4회 513명 대상 실시

전국 지부소식

전북지부

Jeonbuk Branch

전화·상담 l 063-232-5112 팩스 l 063-287-5119 주소 l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전라북도 약사회관 5층

전북지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창립된 92년 같은 해에 창립되어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홍보,
캠페인 활동과 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의 마약류의존자, 수강명령대상과 기소유예대상 마약류 남용자를 위한 사회복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에 공감하는 전라북도약사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마약퇴치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

서용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북지부장

하십니까? 전북지부장 서용훈입니다. 한국마약
퇴치운동본부의 창립과 함께 일찌기 마약류 문

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전북지부는 꾸준히 지역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활동과 투약자의 재
활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와 함께 약물 문제도 날로 심각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
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에 늘 고민하며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북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전라북도약사회관의 신축 건물 5층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사무
환경을 마련하여 누구나 방문하여 마약퇴치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하여 상담
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안내

■

약물남용예방아동극 : 2007년부터 시작하여 12년째 지속되고 있는 찾아가는 약물남용 예방 아동극

공연은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효과적인 교육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음
■

약물남용예방알리미 : 유해약물 실험체험과 관찰을 통해 또래에게 약물남용의 폐해를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

마약류퇴치 심포지엄 : 지역사회에 마약류의 사회적 폐해를 알리고 인식 개선과 마약류 문제의 대처방

안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 개최

■

전북지부 사무실 이전 : 1월 17일 전라북도약사회관 5층

■

군산교도소 법무부 지정 마약치료재활교육 : 4월 2일~4월 25일까지 9회 7인

■

어르신을 위한 약물남용예방교육(장수군 장계면 15개 마을회관)

■

군산교도소 마약치료재활교육 : 4월 4일~27일, 7회 10인 대상

■

정읍교도소 마약치료재활교육 실시 : 4월 3일~30일, 8회 6인 대상

: 1월 29일~2월 5일, 206명 대상
■

2018년 1차 정기이사회 : 3월 16일, 전라북도약사회관 소회의실

■

순창군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 어르신 교육 : 4월 19일, 100인 대상

■

약물남용예방예방교육 : 군산옥봉초등학교 3월 20일 2회 98명,

■

동암차돌학교 교직원대상 교육 : 4월 27일, 52인 대상

완주가천초등학교 4월 26일 14명, 고창매산초등학교 4월 26일 65명

■

진안군교육청 교직원 교육 : 4월 27일, 진안흙사랑자연학습장 6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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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
경북지부

Gyeongbuk Branch

전화·상담 l 053-742-5165 주소 l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28, 동원빌딩 3층 303호

경북지부는 2006년에 창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 내 청소년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
고 있으며 교정시설 재소자의 약물교육 및 마약사범의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재활,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약사회 등
여러 후원자 분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이러한 사업을 전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 나
가겠습니다.

경북

지부는 동해안 해안선을 끼고 있을 뿐 아니라 대

권태옥

마를 재배하고 있는 안동, 울진 등 북부지역이 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장

어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에 자리를 잡은 가운데 최근 경북지방경찰청사도 안동
시대를 열어 대마관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지부가 하는 사업
으로는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인을 대상으로는 각종 지자
체 행사 시 캠페인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도 지부 특성상 지리적인 한계로 강사수급에 상당한 애
로가 있어 이를 극복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로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마약없는 밝
은 세상을 위하여 원근거리를 마다않고 봉사해 주시는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청소년
들의 맑고 깨끗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안내

■

약물오남용예방교육
: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교육 실시

■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
: 도내 교도소 내 마약사범 및 일반재소자를 대상으로 단약 동기 증진 프로그램, 상담 치료, 약물교육을 실시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51개 학교·기관 4,654명

■

경주교도소 단약동기증진 프로그램 실시
: 4월 2일~26일까지, 13회 8명 대상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상담 프로그램 실시
: 4월 3일~13일까지, 8회 10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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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일반재소자 대상 약물교육 실시
: 4월 12일~13일, 2회 10명 대상

■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캠페인 (총 3회)

: 3월 13일-포항 선린대 캠퍼스, 4월 13일-고령 대가야체험축제,
4월 22일-포항 해변마라톤대회

전국 지부소식

경남지부

Gyeongnam Branch

전화·상담 l 055-287-9993 E-mail l kpa15@hanmail.net 주소 l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오피스프라자 808호

경남지부는 마약없는 밝은 경남 건설이라는 구호 아래 2006년 10월 31일 설립되어, 지역사회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에 따른 폐해에 대처하
기 위한 각종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약물오남용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대면, 전화, 서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
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②경남지역 소재 교정시설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단약동기증진 및 사회복귀 역량강
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활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③예방사업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홍보 및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④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방강사 양성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지부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약

이원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장

중독자에게 처음 마약류를 접했던 이유를 물어
보면, ‘다른 사람이 하니까 호기심 때문에’
, ‘기분

을 좋게 하기 위해서’
, ‘기분이 나쁘지 않기 위해서(스트레스 해
소용)’
,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등 지극히 개인적이면서 자기만
족 차원에서 접한다고 합니다. 즉, 처음부터 중독이 되려고 계획하고 마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
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이 갖는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중독자가 되고, 이
후 개인은 물론 가족, 사회, 국가까지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약중독자들의 마약 재사용이라는 악
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서는 그들의 취약성을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
도록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남지부는 전문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마약중독자들의
재활과 회복, 마약없는 밝은경남을 위한 예방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 사업안내

■

도보조금 위탁사업(청소년 대상 공모전) :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UCC와 웹툰 공모전
■

도보조금 위탁사업(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 프로그램 ‘런닝교실’) : 주입식 실내 강의가 아닌, 활동적

야외 체험활동, 청소년들에게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과 약물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을 교육
■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역량강화 교육 : 경남도 내 약물 예방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 : 경남도내 약물 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

불법 마약류퇴치 캠페인 : 1월~4월 6회, 경남도민 4,500명 대상

■

통영구치소 마약치료재활 단기교육 실시 : 1월~4월 2회, 7명 대상

■

진주교도소 마약치료재활 기본교육 실시 : 1월~4월 8회, 8명 대상

■

준법지원센터(통영) 수강명령 대상자 교육 : 1월~4월 4회, 86명 대상

■

진주교도소 마약치료재활 집중교육 실시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1월~4월 7회, 274명

■

마약류 상담 : 전화상담 1월~4월 4회, 온라인 및 서신상담 47회

: 1월~4월 13회기 중 2회기 진행, 8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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