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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해도 

극복하고 전진해 

나갑니다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자가 줄어들지 않고 2천 명대로 확산되는 등 우리를 힘들게 하

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슬기

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며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식을 정부 방역지

침을 준수하며 내실 있게 거행했습니다. 동 기념행사가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마약퇴치 관계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약류사범 재범방지의무

화 교육 시행에 따라 지난 7월에 진행된 재활교육 강사 양성교

육에도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501명이 신청하는 등 뜨거운 관

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평상시와는 다른 비대면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각 지역

본부는 큰 차질 없이 금년도 상반기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

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마약퇴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

도록 노력해 주신 중앙본부 및 영남권중독재활센터, 전국 13개 

지역본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도 소홀함이 없이 마약퇴치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

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0년도 마약사범 수는 18,050명으로 ’19

년도 보다 약 2천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일상 대면활동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

약사범 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비대면의 상황이 마약 문제에 관

한한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대면 환경이 지속되는 것은 향후 마약퇴치 활동이 더욱 어려

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992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설립된 이래 우리는 환경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마약퇴치운동

에 전념해 왔습니다. 이러한 설립 정신과 기백을 되살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도 이를 헤쳐나가며 묵묵히 앞만 보고 나아가

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와 코로나가 함께 물러날 때까지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마약퇴치운동에도 변함없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기관장 인사



코로나 방역체계에 부응하며 내실있게 개최돼..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식이 6월 25일 오후 2시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코로나 방역의 정부지침에 따

른 참석인원 수 제한으로 인해 9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KTV와 식약처, 마퇴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방송 송출을 병

행하며 전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식약처 김강립 처장을 대신한 김진석 차장의 정부 마약정책 방향을 담은 기념사, 민간부문 장재인 마퇴본부 이사장의 

마약퇴치 활동 강화내용 치사를 시작으로 김부겸 국무총리,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국회 전혜숙 의원과 이용호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배우 조진웅의 기념식 축하 영상 메시지가 있었다.

민간부문의 축하 말씀 및 훈‧포장을 비롯한 41명의 마약퇴치 유공자 시상식, 마약중독자의 실제 회복 사례를 보여준 재

범방지 다큐멘터리 영상, 마약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기획된 뮤지컬 갈라쇼 공연 등으로 구성하였으

며 기념식 행사와 동시에 KTV 및 식약처, 마퇴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방송 송출을 병행하여 마약류 문제에 대한 국

민적 인식제고 목적에 부응하면서 내실있게 개최되었다.  

2021년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식 개최

●  일  시 : 2021년 6월 25일(금) 14:00~15:10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1층)

●  주  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주  관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FOCUS          재단 소식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 대신 참석한 김진석 차장은 기념사를 통해 정

부에서는 불법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14개 부처가 참여하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운영하며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2018년도 부

터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의료용 등 마약류의 오남용 예

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불법 마약류에 대한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밝혔다. 나아가 마약류 사용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약

처가 힘써 노력하고 있음도 전달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장재인 이사장은 치사를 통해 마약 문제는 이제 특정한 

계층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이웃의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향후 365콜센

터를 개설해 1년 365일 상시 전문가 상담 시스템 구축 계획과 함께 권역별 중독

재활센터를 기존 영남권 외에 충청, 호남지역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마약으로부터 피해를 보신 분들의 재활의 기회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

음을 강조했다. 식약처와 검경 등 단속기관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에 이어 불법 

마약류 퇴치 문제에 국민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020년도 마약사범이 역대 최대인 18,050명으로 전년보

다 약 2천 명이 증가했고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이 32%나 증가했는데 이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라며 마약이 청소년과 보통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일상생활 곁에 다가와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부처 간에 유

기적 협력 강화로 마약의 일상적 접근을 국민들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특히 증가하는 온라인 불법 유통에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

혔다. 또한 마약퇴치 관계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기념사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치사

장재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영상축사

김부겸 국무총리



마약은 우리가 다 함께 퇴치해야 하는 사회의 악이다. 2020년도 국내 마약사

범이 전년대비 12.5%나 증가했다. 국회의원들 모두 힘을 합쳐 불법 마약 퇴치

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들 모두가 마약문

제에 많이 참여하고 관심 갖도록 앞장서겠다. 마약 없는 밝은 사회 구현을 위

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

마약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회문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이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마약사범은 줄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이

다. 국민의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지 앟도록 근본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약 문제는 재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전 예방이 최선이다. 예방이 우

선되어야 한다. 마약퇴치 관계자분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지난해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18,050명으로 역대 최고로 증가했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점은 젊은 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하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마퇴본부와 함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과 기소

유예자 사회복귀 프로그램, 유해약물 안전 관리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앞

으로도 마퇴본부와 더 협력하고 사업을 확대 운영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나

가겠다.

마약의 폐해는 작게는 개인, 크게는 국가를 병들게 한다. 그 결과 전 세계에

서 매년 45만 명이 마약 문제로 사망하고 있다. 너무나 절박하고 중요한 과

제다. 우리나라도 정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에도 마약사범이 전년대비 

12.5% 증가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이 많이 증가했다. 마약 문제는 정부

와 국회, 시민사회가 하나가 되어서 합력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국회 보

건복지위원으로서 마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전혜숙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용호 국회의원

FOCUS          재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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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는 중요한 행사가 계속 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마

약청정지역으로 항상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식약처뿐만 아니라 마퇴본

부 등 마약퇴치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도 마약퇴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

태겠다.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 축하의 말씀을 전함을 뜻깊게 생각한다. 부산에

서 연극할 때 부산마퇴본부에서 연극을 한 적이 있다. 올해는 식약처의 마약

류 안전 관리 강화 광고모델을 하게 되었다. 마약 문제는 풀기 어려운 전 세계

적 난제다. 마약은 단순히 개인 문제 외에도 가족과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

향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분야에서  마약 없는 밝은 사회

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마약퇴치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 8천명이 넘었다. 다른 나라 사례가 아니라 우리나라 

얘기다. 현실을 보면 도박이나 알코올 등 다른 중독분야 예산보다 마약퇴치 

분야에 투입되는 자본이나 예산 지원이 너무 적다. 예산 부족이 올바른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어두운 현실이다. 식약처 등 정부기관들은 물론 대한약

사회도 같이 노력해서 마약중독 예방과 마약퇴치 활동에 큰 힘이 되기를 희

망한다.

김나경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조진웅 배우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마약류퇴치에 앞장선 영광의 수상자들...

불법마약류퇴치에 앞장선 유공자 정부 포상도 코로나 방

역을 준수하며 차분하게 진행됐다. 

김재호 마퇴본부 명예지부장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

으며 박희성 대한약사회 이사가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이

어 대통령 표창에 을지대학교 김영호 교수, 대검찰청 김진

영 연구관, 경찰청 최영희 경감, 대한약사회 이원일 부회장

등 4명이 수상했다. 특히 전북경찰청 최영희 경감은 마약

수취인 검거 추격 중 도주 차량에 깔려 가슴과 다리를 크게 

다쳐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어서 영상으로 수상소

감을 전했으며 부인이 대신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고안나 이사, 

관세청 현삼공 사무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종숙 연구

관, 대한약사회 차용일 지부장, 검찰청 이두원 주무관 등 5

명이 수상했다. 식약처

장 표창에는 검찰청 김

희승 보건연구사 등 총 

30명이 수상했다.

8

마약류퇴치 유공자 정부포상 수상식

대통령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식약처장 표창 수상자

FOCUS          재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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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식 식후 행사로 재범방지 다큐멘터리 영상과 뮤지컬 갈라쇼가 이어졌다. 재범방지 다큐멘터리 영상은 마약중독자가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한 회복 사례를 보여주며 경각심 제고와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끝으로 마약중독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자 뮤지컬 갈라쇼 공연이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 행사는 KTV, 식약처, 마퇴본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방송 송출을 병행하여 개최한 바, 마약류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비대면의 온라인 상황에 맞는 행사로 개최하였다.

박희성 

대한약사회 이사

포장 수상

선친께서 6.25 참전 무공

훈장을 수여받았기에 오

늘 (6월 25일)의 포장 수여가 개인적

으로 감회가 남다르다. 2002년 마

약류명예지도원으로 마약퇴치활동

을 시작한 계기로 이렇게 큰상을 받

게 되어 영광이다. 다방면에서 활동

하시는 분들을 대표해서 수여받았

다고 생각되며  이 시각에도 헌신하

고 계시는 분들을 존경한다.  앞으로

도 마약류 분야에 힘을 보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

김재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명예지부장

훈장 수상

세계마약퇴치의 날이란 의

미 있는 날에 영광스러운 

훈장을 수여해 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다. 훈장 수상을 계기로 남은 평

생 봉사하며 마약퇴치 운동에 헌신하

겠다. 나아가 여력이 되면 금연과 금

주운동까지도 힘을 보태고 싶다. ‘하

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자

세로 남은 평생 봉사하겠다. 우리나

라 마약퇴치운동을 위해 활동하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과 수상의 영광을 

같이 하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최영희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팀장

대통령상 수상

경찰관으로서 맡은 바 임

무에 충실한 것뿐인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병상 중 

애써주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전한

다. 저를 항상 지지해 주신 고인이 되

신 아버님과 고향에서 불편한 몸을 

유모차에 의지하고 다니시는 어머니

와 가족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오늘의 수상은 개인의 수상이 아닌 

전북경찰청 모든 동료들과 함께하는 

수상이다. 감사드린다.(마약수취인 검거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 현재 입원 치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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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본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웹 뮤지컬 제작 

시사회 개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예방교육에 있어서 일찍이 체험

식 교육을 도입하고 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청소년 대상의 

예방 뮤지컬을 제작하여 공연해왔다. 

청소년들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문화에 익숙해지고 있

는데 예전 방식의 교육만을 고수한다면 아무리 많은 노력

과 열정을 기울이더라도 수용자인 청소년들에게 외면받는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공연해 왔던 뮤지컬은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호기심으로 사용한 약물이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주제로 하여 학교 외부 

공연장으로 학생들을 초청하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은 호응이 있었으나 외부 공연장으로의 초청 방

식은 현재의 학교 여건 상 제약이 있어 지역 내 모든 학교

로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수년

간의 검토와 고민 끝에 2020년,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

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기존의 전문 공연장이나 대

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학교 내 시설(강

당, 시청각실 등) 활용만으로도 충분히 공연과 교육의 효

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는 뮤지컬을 제작하였으며 쇼케

이스 및 학교 공연을 통해서 열광적인 반응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장기화되는 COVID-19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공연은 힘든 상황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청소년들

이 언제, 어디서든 약물 오·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미디어를 

통해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2021년에는 웹 뮤지컬 

형식으로 기획하고 제작하였다.

또한 최근 2~3년 사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가 급증하

고 있는 상황에서 예방교육 또한 기존의 약물 범위를 넘어

서 마약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마약류

에 대한 교육을 한층 보강하였다.

2021년 6월 8일에 개최한 시사회를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학교뿐만 아니라 소년원,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구본부 외에도 희망

하는 각 지역본부 교육대상기관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앞

으로도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의 훌륭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최신 마약류 정보를 접목시켜 더

욱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제 교육도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할 때!

대구지역본부는 6월 8일 대구시약사

회관 2층에서 2021년도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예방 웹 뮤지컬 ‘T. M. I’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하여 웹 

뮤지컬 내용을 살펴본다.

FOCUS          지역본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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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도

1) 우리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약! 하지만 잘 모르고 먹

게 되면 위험한 약! 청소년들에게 약의 필요성과 위험

성을 전달

2)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교과과정 

중 필수 교육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히 마약류 예방교

육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올

바른 마약류 교육이 시급

3) 기존의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을 벗어나 뮤지컬 형태

의 노래와 대사로 쉽고 효과적으로 약물 오·남용에 대

한 정보를 전달

4) 코로나로 인해 대면교육에 제한이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

로 예방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웹 뮤지컬로 제작

2. 시놉시스

<구성> 청소년들이 어떤 약물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

고 있는지, 중독성 약물의 위험성을 어떻게 알리면 좀 

더 효과적인 예방교육이 될 수 있는지 파악하여 카페

인,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치료제, 진통제, 헬스보충제(스테로이드), 대마

초 등의 약물 내용으로 구성

<줄거리> 경찰 예방교육단 경찰들은 대구마약퇴치운

동본부의 의뢰를 받고 청소년들을 위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준비하게 되었다. 청소년들이 어떤 약들을 

잘못 알고 복용하는지, 무심코 먹은 약이 얼마나 치명

적으로 몸에 작용하는지 등 교육내용을 준비하던 경찰

들은 본인들 역시도 약에 대한 정확한 복용법을  몰랐

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교육단 소속 경찰들

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 잘못 알고 사용할 가

능성이 높은 약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는데...

3. 웹 뮤지컬  활용 방안

1) 청소년 예방 및 재활교육 : 학교뿐만 아니라 소년원, 

위기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예방 및 재활교육에 활용

2) 교육 내용 확장 : 청소년들 사이에 이슈화 되고 있는 

최신 마약류 및 유해약물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 유지

3) 전국적 활용 : 희망할 경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의 전국 13개 지역본부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4) 학부모 및 교사대상의 마약류 예방교육에 활용

학교보건법 : 기존 학생의 보건관리법에서 음주, 흡연 

및 약물 오용, 남용의 예방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현 

시대상황상 마약류에 대한 교육이 청소년시기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마

약류에대한 교육도 포함하게 되었다.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

료와 예방, 음주ㆍ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

用)ㆍ남용(濫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

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우리나라, 

유엔 마약위원회[CND] 

위원국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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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5년 위원국으로서 

마약퇴치 국제적 협력에 크게 기여할 듯...

우리나라는 2021.04.20.(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Economic and Social Council) 관리

회의에서 2022-25년 임기 유엔 마약위원회(CND, 

Commission on Narcotic Drugs) 위원국으로 당선되

었다. ［유엔 마약위원회는 4년 임기의 53개 위원국으로 구

성되며, 이번 선거에서 총 20개 위원국을 선출했다.]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룹 4개 공석에 5

개국(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란, 필리핀)

이 입후보하여 경합하였으며, 우리는 유엔 경제사회이

사회 43개 이사국의 지지를 확보하여 당선되었다. 이로

써, 한국은 2016-19년에 이어 10번째 위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1963-68년, 1982-85년, 1992-2003년, 2006-

09년, 2012-19년 유엔 마약위원회 위원국을 수임했다.]

유엔 마약위원회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기능 위원회로

서 1946년 설치되었으며, 주요 국제 마약통제 협약1) 이

행을 감독하고, 유엔 마약ㆍ범죄사무소(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2)에 대한 정책 자문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4년 동안 유엔 마약위원회 위

원국으로서, 전 세계 마약 퇴치를 위한 국제적 협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통해 마약 공급망 및 불법 약물남용 근절을 위한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1)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유엔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 등

2) 유엔 마약통제계획(UN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me) 이행 등 마약퇴치 활동을 위해 1991년 유엔 총회 결의에 의거 설치된 

유엔 산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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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내용은 ’21. 4. 21 외교부(국제기구국) 보도자료를 인용한 것임.

▧  총 53개 위원국 (임기 4년)

지역그룹 2018-21년 임기 2020-23년 임기
2022-25년 임기

(수임 예정)

아프리카
알제리, 부르키나파소, 
코트티부아르, 토코

앙골라, 이집트, 케냐, 리비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알제리, 코트디부아르, 
가나, 튀니지

아시아태평양
아프가니스탄, 인도, 
이라크, 키르기즈스탄

바레인,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동유럽 크로아티아, 체코,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우크라이나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중남미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브라질, 트리니다드토바고

서유럽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유엔 마약위원회(CND) 개요

설립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국제 마약 통제 협약 이행 감독 지원을 위해 1946년 설치, 1991년 유엔 총회에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이사회(governing body) 역할 부여

주요 기능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주요 국제 마약통제 협약 이행 감독 지원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 마약통제 계획 이행 모니터링 및 관련 정책 자문

      국제 마약 퇴치를 위한 주요 결의안 이행 점검

회기

      매년 3월 경 연례회의 개최

      연말 예산안 심의 및 승인을 위한 속개회의 개최

      주요 결의/결정 이행 점검 등을 위한 회의 정기 개최

위원국 현황





© 2019 Abbott. All rights reserved. All trademarks referenced are trademarks of either the Abbott group of companies or their respective owners. Any photos displayed are for illustrative purposes only. 
Any person depicted in such photos is a model. MKT51755 REV1 4/19

The SoToxa™ Mobile  
Test System 
RAPID DRUG SCREENING FOR SAFER ROADS IS IN YOUR HANDS

BETTER PROTECTION AGAINST DRUGGED DRIVING
This portable analyzer is designed for rapid drug screening and detection in oral fluid.  
With test results in 5 minutes, this handheld analyzer is lightweight, compact, and  
easy to use—convenient for drug screening at the roadside in any type of vehicle.



C형간염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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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고건수 4,316 4,272 3,703 4,126 4,609 6,372 2,386 10,811 9,810

▧  연도별 C형간염 신고현황(2011-2019)

◆  C형간염 검사의 중요성

C형간염은 만성화 경향이 B형간염보다 높고, 간암 원인 2위에 해당

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인지도나 검사 경험이 낮음

C형간염은 예방할 수 없지만 8주-12주의 경구 약물복용으로 완치 가능

◆  마약류중독자(마약류사범)에게 C형간염 검사가 필요

C형간염 신고는 증가 추세

20% 15%

간염 간경화 간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한국애브비(주)로부터 지원받아 마약류중독자를 

위한 C형 간염검사비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RECOVERY         중독자 지원 정보

1 사업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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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마약류 중독자 중 C형간염 보균자를 조기발굴하고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C형간염을 치료하여 건

강을 회복시켜 일상생활로 복귀시키기 위함

◆  내용

지원대상자  |  불법 마약류 사용 경험자

지 원 범 위  |  C형간염 진단검사비 

1)  신고기간 : 2017. 1. 1.~ 6. 2.(2017년 6월 3일부터 제3군감염병으로 변경되어 전수감시로 전환)

진단검사 

‣ 1차 검사 (C형간염 항체검사)  ‣ 2차 검사 (RNA 검사)

치료비 지원 : 한국의료지원재단 지원 사업 연계

‣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음

TEL  02-2677-2344 서울  /  051-851-8990 부산 

FAX  02-6919-9002 

E-MAIL  kaadarehab@gmail.com

오염된 바늘 통한 무허가 시술(문신/피어싱 등)

과거 혈액제제 수혈 받은 경우

성 행위를 통한 전파

수직감염

부적절한 감염 관리하에 수술/시술 받은 경우

HIV 환자군

C형간염의 

주요 감염경로 및 

고위험군

C형간염 보균의 대표적 사례로는 필로

폰(메스암페타민)으로 주로 주사기를 이

용해 투여하며 마약류사범 중에 분포도

가 높음

주사기 공동 사용, 오염된 주사기나 바늘

에 찔리는 경우, C형간염 고위험군에 해당

2 사업 추진 개요



약물

사용자

지정

병원
건강

지킴이KAADA

Abb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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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치
료

의
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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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중
독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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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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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

전
문

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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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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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지정 병원

진단비 지원을 통한 1차 검사 시행

1차 양성인 경우 2차 검사 시행

검진날짜 확정

지정병원 이외의 병원

병원에서 1차 검사 시행

검사결과 전달 후 검사비 지원

1차 양성인 경우 2차 검사
시행 후 검사비 지원

신청절차 안내

C형감염 확진

소득분위에 따른 치료비(약제비) 지원 사업 연계

마약류 사용자 중 C형간염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 관심 있는 사람

한국
마약
퇴치
운동
본부

한국의료
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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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중독자 지원 정보



◆  지정병원

진단검사 실시 비용은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병원에 직접 제공

영등포병원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1길 10) 

문현창 내과의원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2)

인천참사랑병원 (인천원장로  240길 9)

송진호 내과의원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7)

➀ 대상자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락(방문, 전화 등)

② 마약퇴치운동본부 담당자와 검진 날짜 협의

③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병원에 방문예정일 통보

④ 대상자가 지정병원을 방문해 관련 서류 작성하고 1차 검사 시행 (결제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처리)

    * 결과지사본 활용 동의서 등

⑤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로 Fax전송

⑥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대상자에게 결과 안내 메일 또는 문자 발송 

⑦ 음성인 경우 종료, 양성인 경우 2차 검사를 ②∼⑥ 절차로 진행

➇ C형간염 확진 시, 한국의료지원 재단을 통한 약제비 지원

◆  지정병원 이외의 병원 

대상자가 먼저 진단검사비를 부담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진단검사비 지급

➀ 대상자가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연락(방문, 전화 등)

② 마약퇴치운동본부 담당자가 C형간염 사업 지원 검진항목 설명

③ 대상자가 직접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1차 C형간염 검사 시행

    * 병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④ 대상자가 1차 검사 결과를 병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그 결과를 마약퇴치운동본부로 전달

    * 검사결과지, 진료비영수증, 계좌번호와 은행명을 이메일로

⑤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대상자 계좌로 검사비용 입금(1개월 이내)

⑥ 음성인 경우 종료, 양성인 경우 2차 검사를 ②∼⑤ 절차로 진행

⑦ C형간염 확진 시, 한국의료지원 재단을 통한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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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절차 세부내용



중독심리 상담은 

중독재활센터로 연락주세요

RECOVERY         중독재활센터 소식

구 분 자신감 저하 불안·우울 불면·강박적 행동 가정 문제 대인관계 문제

건수
※중복체크포함

129건 179건 178건 76건 100건

▧  센터 등록 대상자 대상 심리적 불편감 조사 실시 결과

▧  심리 상담을 체계화한 서비스 제공으로 심리적 불편감 문제 해결 지원

* 476명중 305명이 심리적 문제호소 : 63.4% (중복체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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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는 마약류 중

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

를 제공하며 심리적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02-6929-3192

상담 구조화

• 상담시간 및 일정, 비

밀보장, 동의서 등 상담 

안내

상담목표 설정

• 심리검사 6종(MMPI-

2, TCI, SCT, K-IIP, HTP, 

KFD)을 활용해 심리적 

불편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상담목표 설정

상담실행

• 상담사별 주요 이론에 

근거한 심리상담(게슈탈

트 정신역동, 현실요법 등)

• 심리상담 10회(주 1회, 

30-50분) 제공 

※추가 필요시 20회까지 가능

추후상담

• 상담 종결 후 일상생

활 유지 및 고위험 상황 

상담



회복의 희망편지

처음 당산동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 방문하게 된 것은 변호사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양형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육체적인 에너지와 정신적인 에너지가 모두 고갈된 빈 깡통 같은 사람이었고, 해당 센터에서 받을 재활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양형자료를 늘리기 위해 본 센터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저 답지 않게 날카롭게 

바늘같이 따가운 자세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차가 거듭될수록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간 피해왔던 문제

들과 직면하는 등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던 상담이었지만 어느샌가 상담 날짜를 기다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된 까닭 중 하나는 정신적 에너지의 고갈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

기 전 잘못된 판단으로 마약에 손을 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에 대해 깨달을 

수 있었고 나의 문제에 대해 직면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자기가 가진 가능성을 충분하게 실연할 때 얻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본 상담을 통해 

앞으로 마약과 같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상담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혹시 주위에 저와 같은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생기면 본 중독재활센터를 강력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살면서 29살이 될 동안 저는 처음으로 나 자신과 직접 마주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리고 늦었

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나의 20대의 마지막에 저는 요즘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자신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내 모습 속에서 저는 이제야 ‘나’와 진실되게 마주하고 또 대화하며 진정한 ‘나’를 알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 치 앞만 바라보며 살아오던 나는 처음으로 잠시 걸음을 멈추어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

니다. 그리고 확실히 깨달은 것은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내가 나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것,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나에 대한 믿음을 보기 좋게 ‘패기’라는 단어로 둔갑하여 내 스스로를 방어해왔고, 이제야 저는 ‘나’와 

마주하며 나에 대한 오류들을 마주하고, 스스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며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

다. 심리 상담을 통해 그동안 나 자신이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고, 또 ‘나’와 마주하며 저는 스스로 성장하고 또 조금

씩 성숙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매주 상담할 때마다 나를 이해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며 모든 일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살면서 처음 받아보는 심리상담이었는데 전 상

담과정은 지금 이 시점의 ‘나’에게 꼭 필요했던 소중한 시간이었고 매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상 담 소 감   사 례  1

상 담 소 감   사 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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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25.

2021년 제35회 세계마약퇴의 날 기념

행사 개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식품의약

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함께 마약류 

오ㆍ남용의 위험성을 확대하기 위해 6

월 25일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

에서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코

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하며 KTV 

국민방송과 식약처 유튜브 채널ㆍ마퇴

본부 유튜브 채널(온라인 참여자 조

회 수 약 750회)을 통해 실시간 생중

계되었다.

2021. 6. 18.~7. 5.  

2021년 1차 재활강사 양성과정 온라

인 교육 실시

6월 18일부터 7월 5일까지 2021년 1

차 재활강사 양성과정 온라인 교육

이 실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를 위해 기관의 본부 온라인 교육 사이

트를 통해 총 5개 분야(Bio, Psycho, 

Social. Legal&Policy, Spiritual)의 27

개 과목(주제), 48세션, 29시간으로 구

성하여 실시했다. 501명이 수강 신청

을 하였으며 이중 342명이 수료하였다. 

수료 완료한 수강생 중 강의 시연 영상

을 제출하신 분들은 일정의 심사과정

을 거친 후 재활교육 강사로 위촉된다.

2021. 5. 7. 

2021년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 협약 

체결

서울본부(본부장 한동주)는 5월 7일 

서울시청과 ‘2021년 유해약물 안전관

리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업은 2017년부터 5년째 협

약 체결을 통해 서울본부가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재활 및 재발 방지 프로그램, 전

문 강사 양성 및 역량 강화, 유해약물 

인식개선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등, 재

활 및 재발방지 프로그램을 운영 예정

이다.

2021. 4. 21.~30.

남부보호관찰소 1기 수강명령교육

4월 30일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수강명

령교육 1기 교육을 마무리했다. 교육은 

4월 21일, 22일, 23일, 28일, 30일 총 

5일 동안 진행됐으며, 총 10명이 이수

하였다. 특히 이번 수강명령교육에는 

기존 재활 교육 커리큘럼에서 MBTI 

등 새로운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교육

생들의 교육 참여도를 높였다. 2기 교

육은 6월 30일부터 주 1회, 총 5주간 

진행됐다.

2021. 4.~6.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하

며 교육을 진행했으며, 4기(4월) 15명, 

5기(5월) 15명, 6기(5월) 15명, 7기(6

월) 14명이 이수하였다. 7, 8월에는 보

다 많은 대상자들이 여름휴가 등을 활

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달에 

2번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4월

~6월, 46회 5,001명

서울시청 청소년 유해약물 안전관리 사

업(학교 내, 학교 밖 청소년) : 4월~6월, 

22회 3,685명

서울시민 대상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 4

월~6월, 10회 229명

서울시 보건소 연계 약물오남용 예방교

육 : 4월~6월, 66회 16,925명

▶

▶ 

▶

▶

중앙본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요활동

K A ADA NEWS

서울본부

2021. 6. 17.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심포지엄 및 

마약류폐해알림 공모전 시상식 개최

부산본부(본부장 최창욱)는 6월 17일 

부산시 약사회관에서 2021년 세계마

약퇴치의날 기념 심포지엄을 온라인으

로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엄 『마약

류 중독을 향한 시선과 사회가 나아가

야 할 방향』 주제로 이철희 한국마약퇴

치운동본부 감사위원은 ‘한국마약퇴치

운동본부의 운영 실태와 기능 개선 방

안’, 장옥진 국립부곡병원 약물진료소

장은 ‘의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약

부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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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독유관기관 간담회 : 3월 9일 사

무국

2021년 1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교

육 : 3월 15일~19일 대구시약사회 교육장

재활강사 온라인 보수교육 : 3월 19일

~20일, 3월 26일~27일 본부 온라인 교육

대구 중독유관기관협의체 발족식 : 3월 

31일 대구시약사회 강당, 50명

재활강사 보수교육 : 4월 14일, 5월 4일 

사무국

법정의무교육 1차(4월 14일), 2차(5월 

4일) 재활교육강사 워크숍 : 대구본부 

상담실

예방교육전문위원 회의 : 4월 15일 사무국

2021 예방교육강사 전문가 과정 : 4월 

27일 대구시약사회 교육장, 20명

대구소년원 약물오남용 영상교육 실시 : 

4월 28일부터 월 2회. 소년원 남녀 위탁관

대구중독유관기관 협의체 간담회 : 4월 

30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5개 기관

대구보호관찰소 법정의무교육 : 5월 12

일~18일 대구보호관찰소 교육장 6명

중독예방상담약국 명패 전달식 : 5월 18

일 대구 남구 상담약국 방문

국립부곡병원과 간담회 : 5월 21일 국립

부곡병원 대회의실

류 중독의 현주소’,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는 ‘형사사법제

도 내에서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

활팀 실장은 ‘마약중독, 경험을 바탕으

로 말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발표

하였다. 심포지엄에 이어 2021년 제 5

회 마약류폐해 알림 공모전의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일반부 6팀, 청소년부 5팀 

수상) 수상작은 마약 없는 부산 사업에 

활용하고, 부산 도시철도 역사 광고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행정기관 실무실습 

: 3월 12일, 부산대학교 신축약학과 대강

의실, 66명 

부산보호관찰소 재범방지 법정의무교육 

수강명령 : 3월 12일~4월 9일, 16명

마그미또래상담자교실 : 3월 16일, 5월 

18일, 6월 15일, 개금여자중학교, 8명

햇살교실(청소년) : 3월 22일, 5월 24일, 

6월 21일,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17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 

: 3월 23일~26일(16명), 4월 3일~16일(14

명), 5월 11일~14일(19명), 총 49명 이수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청소년 부모교육 : 

대구본부

2021. 3. 31.

중독유관기관협의체 발족식

대구본부(본부장 이향이)는 대구광역

시 약사회관에서 대구지역 중독유관기

관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중독 문제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에 앞

장서기 위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대구지역의 중독 문제 해결 및 지역사

회 안전망 구축과 중독 문제로부터 안

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구마약퇴

치운동본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대

구센터,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구동부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대구

스마트쉼센터 총5개 중독유관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에 대

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 교육감, 대구

광역시약사회 조용일 회장 등을 비롯

하여 많은 지역사회 단체장들이 참석

하여 건강한 대구 만들기에 적극 참여

하기로 하였다. 

협의체 발족 이후 합동 콘퍼런스 및 SK

브로드밴드 방송과 협력하여 ‘중독은 

질병이다’라는 코너를 기획, 주 1회 뉴

스를 통하여 중독문제에 대해 널리 알

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4월 26일, 부산청소년꿈키움센터, 7명

2021년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 5월 

24일~, 의약품안전사용 교육 시작

B.Y.C. 또래상담자 양성교실 : 6월 8일~ 

29일 매주 화요일

CBS 모두의 인터뷰 : 6월 22일

마약퇴치의 날 기념 부산광역시청 연계 

마약퇴치 캠페인 : 6월 25일, 부산시청, 

1000명

영어라디오 인터뷰 : 6월 29일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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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케이블 방송 ‘중독은 질

병입니다’ 방송 촬영 : 6월 1일, 22일  

SK브로드밴드 촬영장 (방송 : 6월 8일부

터 매주 화, 수, 토, 일 14회 방영)

대구중독유관기관협의체 콘퍼런스 : 6월 

3일, 달서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30명

약물사용자 및 가족대상 공개강좌 참석 : 

6월 4일, 부산시약사회 7층 강당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웹 뮤지컬 시

사회 개최 : 6월 8일, 대구시약사회 강당, 

50명

2021년 대구경북 약학대학 기초실무실

습 온라인 개최 : 6월 10일, 사무국, 25명

2021년 2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 6월 14일~6월 18일 대구시약사회 

교육장, 17명

대구보호관찰소 법정의무교육 실시 : 6

월 28(월)~7월 26(월), 대구보호관찰소 

교육장, 6명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역사회, 학생, 

학부모, 교사, 군부대) : 3월~6월, 174회  

8,887명

2021. 5.

마약류퇴치 캠페인

광주‧전남본부(본부장 정현철)는마약

류퇴치 캠페인을 5월 총 2회, 일반시민 

870명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하

였다.

2021. 4.~5.

학교예방교육

4월과 5월까지 초등 33회 785명, 중등 

4회 1,816명, 고등 3회 942명, 총 40

회 3,543명의 광주‧전남권내 초·중·고

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예방교

육을 실시하였다.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많았는데 약물 문제가 저연령

과 현 실태를 짚어보고 우리의 역할

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

하였다.  

학교예방교육 : 3월 38회 895명, 4월 

100회 2,597명, 5월 163회 3,668명 

고위험군예방교육 : 5월 1회 10명

사회인교육 : 3월 2회 150명, 4월 3회 

47명, 5월 7회 133명

강사보수교육 : 3월 1회 12명, 1회 12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 

: 1월 12회 77명, 4월 4회 34명 

수강명령교육 : 3월 3회 37명, 4월 3회 

30명 

회복자 및 가족회복프로그램 : 1월 15회, 

2월 17회, 3월 12회, 4월 10회, 5월 6회

상담사례회의 진행 : 1월 2회 6명, 2월 1

회 5명  

약물사용자 상담 : 1월 54회, 2월 43회, 

3월 72회, 4월 47회, 5월 43회

2021. 4. 24.

온라인 세미나 개최

인천본부(본부장 최병원)는 4월 24

일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천

시민과 유관기관 및 관련 종사자들과 

젊은 층의 마약류문제에 대한 심각성

화 되어가고 있어서 학교들도 예방교육

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는 추세이

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약물의 폐해를 

예방하여 호기심으로 시작된 약물오남

용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

로 예상된다.

지역사회(청소년)교육 : 4월 총 1회, 8명

학교밖예방교육 : 3월~5월까지 총 5회, 

광주꿈키움센터, 46명

햇살교실Ⅰ(교도소) : 4월, 5월 장흥, 목

포, 순천교도소 총 29회, 48명

햇살교실Ⅱ(소년원) : 3월~5월까지 총 12

회, 소년원생 120명, 분노조절 및 약물

남용 예방프로그램

햇살교실Ⅱ(분류심사원) : 5월 총 3회, 분

류심사원생 33명, 자아회복을 위한 인성

교육 및 약물오남용예방 프로그램

기소유예교육 : 3월, 5월 총 8회, 49명,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강명령교육 : 3월 총 5회, 25명,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인천본부
광주·전남본부

2021. 3. 18.~6. 30. 

청소년 대상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

방 교육 실시

대전본부(본부장 김태진)는 3월부터 6

월까지 청소년 대상 마약류 및 약물오

남용 예방 교육을 2,102명 대상(26회) 

대전본부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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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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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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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세계마약퇴치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향후 마약퇴치운동본부

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무에 대해 심

도 깊게 고민하게 되었으며 심포지엄을 

통해 지역사회 약물상담센터 기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리고 나아가 

유관기관들의 협조를 통하여 전국적으

로 확대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2021. 5. 27.   

2021년도 제1차 전문역량강화 세미나 

개최

5월 27일 경기도 약사회관에서 치료

재활강사와 마그미약사를 대상으로 

2021년도 제1차 ‘마약류 중독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전문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마약류 사

용자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표준안 개

발, 지역사회 개별회복 지원 서비스 표

준안 개발에 관한 연구 용역』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영호 

을지대학교 중독재활학과 교수는 기존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변화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효과성

이 부족하고, 약물상담 및 치료 역량을 

실시하였다. 중독성 약물의 폐해, 유혹

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본 기관을 알림으로써 

위급시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 6. 24.

세계마약퇴치의 날 불법마약류퇴치캠

페인 실시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대

전광역시청, 대전식약청, 대전광역시

약사회와 협조하여 대전역광장에서 시

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마약류

퇴치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대전역을 이

용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배부하여 

기관을 홍보하고, 불법마약류퇴치 및 

범죄근절에 대한 내용으로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알렸다.

2021-06-15~08-15

불법마약류퇴치 시민홍보(지하철광고)

6월 대중교통 광고를 실시하였다. 지하

철 내부에 100회이상(2개월) 불법마약

류퇴치 광고영상을 송출하여 지하철이

용 시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경기본부

2021. 6. 22.

2021년 제35회 세계마약퇴의 날 기념

행사

경기본부(본부장 이정근)는 6월 22일 

경기도 약사회관에서 경기도의회 보건

복지위원회,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 중부일보와 공동주최로 현장 패널 

및 온라인 참여자 약 2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날 마약

류에 대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UN이 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

을 맞이하여, 최근 마약류 문제의 심각

성에 대한 인식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자 기념식,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본 행사에서는 불법 마약

류 퇴치에 기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치하는 유공자 포상 수여식이 

이루어졌으며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 한

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표창, 경

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장 표창 총 10

여 명이 표창을 받았다. 

한편, ‘약물문제의 실태와 예방을 위한 

효율적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진행된 

심포지엄에서 이정근 본부장은 개회사

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기관홍보를 

실시하여 마약중독자 및 그 가족들에

게 상담센터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간담회 개최 : 3월 

18일

협력기관과 MOU체결 : 파랑새휴먼지역

아동센터(4월 12일), 대전서구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4월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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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시킬 수 있는 지침서의 부족으로 

효과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의 치료기법을 바탕으로 현장 전문가

들과 함께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2021. 6. 4. 

동국대 약학대학생 실무실습 교육 

실시

6월 4일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

학대학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실무실

습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약

학대학 행정기관 필수 실무실습으로 

올해 두 번쨰 교육이다. 실무실습은 경

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기관에 대한 이

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

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

공 및 약사의 역할을 보여주므로 마약

류 퇴치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

는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가톨릭대 약학대학생 실무실습 교육 : 4월 

9일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육장, 60명

수원보호관찰소 수강명령 재활교육 : 4

월 30일 수원보호관찰소 교육장, 9명

유아청소년강사 공공부문 아동학개 관

련 예방교육 : 6월 11일 온라인교육, 12명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재활교육 : 6월 

17일 경기도약사회관 4층 교육장, 25명

2021. 4. 24. 

제1차 이사회 개최

충북본부(본부장 신태수)는 4월 24일

(토) 오후5시 충북약사회관2층에서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개최했다. 신

태수 본부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

산안에 대해 진행 하였다. 이번 이사회

는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의 첫 사업

계획을 알리는 자리였으며, 이사진에게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43곳, 북원 중학교 외 19곳, 소양 고등

학교 외 13곳의 학교 내 예방교육 및 취

약계층 지역아동센터에 예방교육을 실

시하였다.

학교 내 예방교육 : 초중고 4~6월, 115

회, 2,957명

학교 밖 예방교육 : 5~6월, 3회, 36명

2021. 4. 12.~6. 30.

학교 내 예방교육 실시

강원본부(본부장 전승호)는 4월 12일

부터 6월 30일 중 수백 초등학교 외 

강원본부

충북본부

2021. 3. 24.  

약물남용 인식개선 교육 실시

전북본부(본부장 신태용)는 3월 24일 

전주대학교 평화관에서 ‘약물남용 인

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주대학

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1,2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박정숙(전북지역본부 이사, 남부대학교 

간호학부)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2020년 실시된 ‘전라북도지역 청년층

의 약물남용 실태에 대한 인식도 조사’

를 바탕으로 청년층의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21. 3. 23.~2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 프로그램 진행

3월 23일~26일 4일(28시간)동안 7명

전북본부

2021. 6. 11.~7. 9. 

청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교육

청주보호관찰소에서 6명을 대상으로 

총5회기에 걸쳐 수강명령 교육을 실시

하였다. 수강명령 교육은 마약류사범 

법정의무교육 수강명령 재활교육 실시

를 위한 법안통과 및 재범예방 효과성 

증대를 위한 교육이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3월~6월, 21회, 

955명 대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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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불법 마약퇴

치를 독려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

한 리플릿 및 홍보물품(손소독티슈)을 

나눠주는 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

서는 경산시보건소, 경북약사회, 경북

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 진행하였다.

2021. 6. 10.~23.

불법 양귀비 대마 특별 단속기간 안동‧

칠곡 지역 홍보 현수막 게시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안동시와 칠

곡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양귀비·

대마 특별 단속 기간 홍보 현수막을 게

시하였다. 경북도청 정문, 면사무소, 경

찰서, 공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 

10곳을 선정하여 홍보를 진행하였다.

초, 중, 고등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33개 기관 658명

포항교도소 기본과정 재활교육 프로그

램 : 4월 29일~5월 7일, 8회기 8명

경주교도소 집중과정 재활교육 프로그

램 : 5월 17일~6월 18일, 15회기 6명

김천소년교도소 기본과정 재활교육 프

로그램 : 6월 14일~6월 18일, 8회기 6명

2021. 3. 6. 

2021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강

사 양성교육

을 대상으로 검찰청 의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교육을 진행하였다.

2021. 5. 27. 

정주고등학교 ‘안전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정주고등학교 강당에서 1, 2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하였

다. 청소년이 남용하기 쉬운 카페인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음주고글 체

험을 통하여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이

야기도 나누었다. 

학교 밖 약물남용 예방교육 : 28회 616명 

초등학교 약물남용 예방교육 : 311회 

7,220명

중학교 약물남용 예방교육 : 19회 506명

약물남용예방 아동극 공연 : 15회 1,011명

경남본부

경북본부

2021. 4. 17.

제17회 이사회 개최

경북본부(본부장 권태옥)는 4월 17일 

본부장을 비롯한 이사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회의실

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 24명 

중 19명 참석(위임 9명 포함)으로 성원

되었음을 보고하고 전차 회의록을 수

정 없이 접수, 2020년 주요 결과보고

와 결산안은 심의하여 원안대로 통과

시킨 후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을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였다.

2021. 5. 11.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 불법 마약퇴치 

캠페인 실시

5월 11일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에서 

대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불법 마

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한 

경남본부(본부장 이원일)는 3월 6일

(토) 경남 약사회회관에서 ‘2021년 마

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강사 양성교

육’을 개최하였다. 약 25명의 약사가 참

여한 이날 강의에서는 경남지역 마약류 

범죄 동향 및 분석, 성적 학대에 사용

되는 마약, 합리적인 약물사용과 약사

의 역할, 생애 주기별에 따른 맞춤형 강

의방법 및 전문 강사의 역할 등 마약 문

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논의하

고 교육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구성

하고 진행하였다. 이원일 본부장은 코

로나시기임에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심을 가져준 약사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마약류 및 약물을 

접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예방교육을 통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

며, 찾아가는 교육/소통하는 교육을 실

시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한 

사회, 경상남도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

부 하였다.

2021. 3. 15.~22. 

2021년 제1차 서면이사회

3월 15일(월)~22일(월) 일주일간 서면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상정안건은 △임

원선임의 건 △2021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건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등으로 회신받

은 의결서 과반이상 찬성으로 원안대

로 의결 되었다. 이번 서면회의에서는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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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5.  

경남지역중독협의체 제1차 간담회 개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과 2021년 경상남

도지역중독협의체 운영계획에 대한 논

의를 하였다.

2021. 3. 11.  

제1차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간담회 개최

영남권 중독재활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

업 시행에 대한 논의를 했다.

2021. 4. 13.  

부산시청 보건위생과 의약품관리팀과 

간담회 개최

영남권 중독재활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및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약물 중독자

에게 홍보 및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2021. 5. 7.  

경남지역중독협의체 다자간 업무협약

식 및 2차 간담회

영남권 중독재활센터는 경남지역의 통

합중독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맺었다.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 창원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

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남센터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2021. 6. 25.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이원일 본부장 

마약퇴치 공로 대통령 표창 수상

이원일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장은 6

월 25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

린 ‘제35회 세계마약퇴치의 날 기념행

사’에서 불법마약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원일 본부장은 2010~2013년, 2018

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경남마약퇴치

운동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약물 오

남용 웹툰 공모전’을 통해 연령별 맞춤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다양한 언론

매체 인터뷰와 지역축제 참여 등으로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마약퇴치 

홍보사업과 예방교육에 힘썼다. 또한, 

경남지역 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해 약물

중독 상담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약류사

범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불법 마약류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

정받았다. 

이원일 본부장은 “마약퇴치운동을 열

심히 하신 분들이 많은데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마약퇴치운동에 적극 참여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경남 청소년 펜타닐패치 관련 tv, 뉴스, 

라디오 인터뷰 : 3월~6월, 10회

학교내 청소년 예방교육 : 3월~6월, 22

회 교육, 1335명

학교밖 청소년 예방교육 : 3월~6월, 3회 

교육, 49명

지역사회일반인 교육 : 3월~6월, 3회 교

육, 82명 

수강명령대상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통

영보호관찰소) : 3월~6월, 2회 교육, 40명

창원보호관찰소 마약류 법정의무교육 : 

3월~6월, 2회 교육, 16명

영남권중독재활센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원활하게 사

업이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며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2021

년에는 계획된 사업 모두 원활하게 진

행 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이원일 본부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하며 활발한 교육사업 운영을 통해 지

역 내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위험 

예방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2021. 6. 1. 

경남경찰청 ‘청소년 마약류의약품 불

법사용 방지를 위한 협약식

6월 1일(화) 경남경찰청(경찰청장 이문

수)와 청소년 마약류 약물 범죄 예방 및 

퇴치, 재발 방지를 위해 경남의 미래 청

소년을 선도하고자 상호 업무협약을 체

결하였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상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선점과 마약류 의약품 

최초 처방 및 복약지도 시에는 약국에

서 신분확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원일 본부장은 청소년들에게 마약류

에 대한 바른 정보와 약물 오남용의 예

방적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어진 

계기가 되었으며, 더 확산되지 않고 사

건이 조속히 종결되었음에 감사한다고 

인사말을 전하였다. 

한편,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제작

된 홍보 포스터는 약국과 학교 등에 배

포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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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3.  

국립부곡병원 약물진료소 활성화 간

담회 개최

영남권 중독재활센터는 국립부곡병원 

약물진료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장,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국장, 경남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중독병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2021. 6. 4.  

약물 사용자 및 가족 대상 공개강좌 개최

25년 마약 중독자에서 벗어나 ‘상처입

은 치료자’의 삶을 살고 있는 단약 19

년 차 회복상담사 박영덕 중앙본부 재

활지도실장이 참석하여 약물중독을 이

해하고, 중독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희망감

을 고취하는 공개강좌로 실시되었다.

1차 자문회의 : 3월 23일, 2021년도 1분

기 사업 실적보고 및 사업 방향성 논의

제1차 외부 수퍼비전 : 4월 5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부산스마트쉼

센터 업무협약 체결 : 4월 14일

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체

결 : 4월 30일

제1차 외부 수퍼바이저 교육 실시 : 5월 

3일, 실무직원들의 역량 강화

회복자상담사양성과정 ‘회복상담사의 

길’ 강의 : 5월 10일

제2차 외부 수퍼비전 : 6월 7일

◈ 마약류·약물남용 예방 상담소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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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043-221-4133 충남 041-572-2345

전북 080-232-5112 경북 053-742-5165

경남 055-287-9993 전국대표 1899-0893

▶ 

▶

▶

▶

▶

▶

▶



애브비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전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혁신 과학기술로 
험난한 도전에 맞서 해답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애브비는 정부, 학계 및 과학자 단체 등 여러 
기관들과 협력합니다. 작은 가능성에서 수 백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기까지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목표이자 
열정을 다하는 이유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abbvie.co.kr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혁신을 함께 
추구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21 6층 
Tel: 02-3429-9300 Fax: 1800-0354

한국애브비(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10기  이사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전국본부

책이 나오기 까지

정부지정 치료기관

시·도 기관명 주소 전화

서울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90 02-300-8114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 광진구 용마산로 127 02-2204-0114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051-507-3000

대구 대구의료원 대구 서구 평리로 157 053-560-7575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00

인천참사랑병원 인천 서구 원창로 240번길 9 032-571-9111

광주 광주시립인광정신병원 광주 광산구 삼도로 84-3 062-949-5201

대전 참다남병원 대전 중구 대흥동 467-1 042-222-0122

울산 마더스 병원 울산 남구 화합로 107 052-270-7000

경기

경기도의정부의료원 경기 의정부시 흥선로 142 031-828-5000

용인정신병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940 031-28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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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광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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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국립부곡병원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리 70 055-536-6440

양산병원 경남 양산시 모래들 1길 91 055-389-1234

제주 연강병원 제주시 죽성서로 14 064-726-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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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043-221-4133                           충남 041-572-2345                  전북 080-232-5112                  경북 053-742-5165                  

경남 055-287-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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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사범 자진신고(자수)

검찰청 1301   경찰청 112   관세청 125   국가정보원  111

지부 주소 전화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4층 02) 2677-2245

서울특별시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02) 598-8395

부산광역시본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72 4층 051) 462-1022

대구광역시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로 175 053) 764-1207

인천광역시본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715(십정동) 인천시 약사회관 3층 032) 437-7910/4

광주·전라남도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75 약사회관 2층 062) 384-2818

대전광역시본부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264번길 57 042) 628-8675/6

경기도본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448번길 17-3 031) 257-7582

강원도본부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452-1 033) 251-6115

충청북도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77-7 043) 221-4133

충청남도본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63 041) 572-2345/6

전라북도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319. 5층 063) 232-5112/3

경상북도본부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10, 세진빌딩5층 053) 742-5165

경상남도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808호 055) 287-9993

중국본부 중국 요녕성 심양시 안도가 3호 보만광장 301호 +86-024-3132-2827

미국본부 4613-D Pinecrest Office Park Drive, Alexandria, VA, USA +1-703-323-0043

영남권 중독재활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5 해성빌딩 2층 051) 851-8990

이사장   장재인     명예이사장   문희

당연직 이사

신준수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홍완희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

자문위원

권경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초대 이사장

전영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9대 이사장

이경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0대 이사장

고문

정종엽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허    근   전 식약청장

조성남   공주치료감호소장

김계남   전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부이사장

구본원   의약품정책연구소 감사

백경신   대한약사회 품질관리원장

서국진   전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감사

옥태석   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민재   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장

임상규   경인제약 회장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감사

구본호   전 대한약사회 감사

이철희   전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김종택   세무법인 라온 대표세무사

상임이사

강원석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이사

최창욱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향이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최병원   인천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정현철   광주·전남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정근   경기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전승호   강원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신태수   충북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박정래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신태용  전북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권태옥   경북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이원일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장병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

강영수   건강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고안나   인천시약사회 여약사회장

권경희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장

권영희   서울시의원

김영희   성동구약사회장 

김우영   약사공론  운영위원

김은실   남서울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일옥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김재호   전  광주전남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김홍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두정효   전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단장 

박근희   전  대한약사회 법제위원장 

박송희   전  부산시약사회 부회장 

박정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장

박진실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변호사

신성만   한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심숙보   전  경기도의회 의원

안혜란   마포구약사회장 

이병우   전  부산시약사회 감사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 

이재규   전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본부장

임득련   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임종철   한미약품 고문 

장말숙   전  대한약사회 국제위원장

장은숙   전  숙대약대 개국동문회장 

전영옥   성북구약사회장 

전웅철   성대약대 총동문회장 

정은주   헬시에이징학회 교육아카데미 원장

정재훈   삼육대학교 약학과 교수

정찬헌   전  약사공론 전무

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 원장

최광훈   전  경기도약사회장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실장

최미영   전  서초구의원 

추순주   부산시약사회 부회장

홍순용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김재홍   대호약품 회장

박정관   ㈜위드팜 부회장

박종화   온누리H&C 대표이사

윤성태   ㈜휴온스 대표이사

이상일   한국휴텍스제약㈜ 대표이사

홍성한   ㈜비씨월드제약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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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참여가 희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시민 누구나가 관심을 가지고 마약퇴치에 힘을 모을 때 대한민국은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치열한 마약퇴치 현장에 큰 힘이 됩니다. 

이웃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마약퇴치운동에 함께해 주세요.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

I 회 원 자 격

I 후 원 방 법 

I 후 원 계 좌

I 주    소

I 문    의

마약퇴치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단체)       

CMS 자동이체, 온라인 송금, 일시후원

예금주(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기업은행 327-001666-04-029  l  하나은행 138-006203-00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이레빌딩 신관 14층 

Tel 02-2677-2245  l  Fax 02-2677-2247  l  E-mail khj@drugfree.kr

* 마약퇴치후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8조와 소득세법 제 34조 1항과 동법 시행령 80조 제 1항 5호 규정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됩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간행물 ‘아름다운 젊음(연4회)’, 각종 행사 및 프로그램 참여,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업회원에게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마약퇴치전문 사이트와 간행물 ‘아름다운젊음’에 광고를 게시해 드립니다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를 받고 있는 법정단체로 후원금은 규정에 의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후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