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활동소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전영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의 2)에 의해 1992년
에 보건사회부의(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대한약사회를 모체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단체로 등록되어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종합 사업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로 서울의 중앙본부를 비롯하여 전국 12개 시도지부를 통해 마약류에 관한 
대국민홍보 및 예방교육사업과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 마약퇴치연구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
다. 약물오남용 예방교육으로, 매년 6,000회 이상, 30만명 이상의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 강의를 비롯해 
환각흡입물질 청소년 대상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약퇴치 인형극, 마약중독 회복자가 출연하는 
뮤지컬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마약퇴치 활동에 참여할 강사들을 양성하는「마그미 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데 이 교육에는 전국의 많은 약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보건교사 및 지역사회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교육도 진행하여   마
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배출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에는,전국적으로 매년 약 200회 이상 마약류 퇴치 캠페인 활동과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활
동, 포스터 공모전, 전시회와 연간 4만부의 홍보 계간지 배포 및   홈페이지 이벤트를 비롯한 인
터넷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전개하고 있다. 중독자 치료재활로 검찰청과 연계하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매 년 100~200여명의 마약류사범에 대한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또한, 상담센터에서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고민이 있거나 상담을 원하는 사람을 돕기 위
해 직통전화, 게시판 및 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을 하고 있는데,  비밀을 보장한다.



2  설립근거

□ 단체 개관

ㅇ 법 인 명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전영구)

ㅇ 설립일자 : 1992년 4월 22일

ㅇ 설립근거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1조의2

ㅇ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0

□ 마약없는 건강사회 구현에 기여(법률 제51조의2, 정관 제1

조)

ㅇ 마약류 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계몽, 교육 등 예방활동

ㅇ 마약류 남용 홍보교육자료 개발보급, 조사연구사업

ㅇ 마약류 남용자 치료재활사업 및 사회복귀사업

ㅇ 상담소 설치 운영,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양성

ㅇ 마약류 남용예방관련 국제 NGO 및 단체와 정보교류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임사항



3  연혁

□ 1992. 4. 17. 창립발기인 총회

□ 1992. 5. 12. 현판식 및 창립총회

- 초대이사장에 대한약사회 권경곤 회장 취임

□ 1992. 4. 20. 보건복지부에 설립인가 신청

□ 1992. 4. 22.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인 설립인가(제70호)

□ 1994. 4. 8. 제2,3대 민관식 전 국회의장 이사장 취임

□ 1994. 5. 13. 공익성기부금 인정 (재무부청 제1994호, 1978호)

□ 1998. 8. 3. 교육인적자원부의 연수기관 지정

□ 1998. 9. 1. IFNGO 정회원 가입

□ 2001. 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01. 4. 20. 김명섭 박사 제4대 이사장 취임

□ 2002. 5. 16. 당산동 청사 입주 및 송천재활센터 개원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238, 5층 건물

□ 2002. 12. 26. 법정단체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2)

□ 2003. 4. 7. 재정경제부령에 따른 공익성기부단체 지정

□ 2010. 4. 23. 제7대 문희 이사장 취임. 8대 연임 (2013.04)

□ 2013. 12. 24. 조찬휘 수석부이사장 이사장(직대) 선임

□ 2014. 3. 11. 제9대 전영구 이사장 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