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보도자료는 2014년 12월 8일 오후 1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콩강지역 골든트라이앵글 아편 생산량 계속해서 증가, 지역통합 

위협 –유엔마약및범죄국(UNODC) 
 
방콕 (태국) 2014년 12월 8일 – 오늘 유엔마약및범죄국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및 라오스의 양귀비 재배면적이 8년 연속 증가하여 2014년에는 63,800 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06년의 수치와 비교했을때 거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동남아시아 아편 실태 조사 – 라오스, 미얀마’  보고서를 통해 유엔마약및범죄국은 
미얀마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첫 번째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아편을 생산하는 국가라고 설명하였다. 계속해서 보고서는 미얀마와 
라오스에서 연간 생산되는 아편의 양은 762톤에 달하며  이러한 대량의 아편은 상기 두 
국가로 밀수되는 아세트산 무수물과 같은 전조물질을 통한 정제절차를 거쳐 연간 76톤에 
이르는 헤로인이 두 국가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렇게 생산된 
헤로인은 지역내외의 다양한 국가들로 밀매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골든트라이앵글에서 반출되는 헤로인 그리고 헤로인을 생산하기위해 동지역으로 
반입되는 전조물질의 양방향 밀매 체널은 법치주의 및 지역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유엔마약및범죄국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제레미 더글라스는 
지적하였다. 그는 이어서 “지역내 헤로인의 높은 수요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들이 
이러한 양방향 밀매체널을 통해 막대한 불법수익을 올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나 
중국, 동남아시아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도처에 헤로인 밀매 및 배포를 통한 것에 
기인합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수의 분쟁지역 및 정부반군들이 존재하는 미얀마 북부지역의 샨주 
(Shan State) 는 골든트라이앵글의 총 양귀비 재배면적의 89%을 차지하여 미얀마의 아편 및 
헤로인 생산의 본거지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오스의 경우 라오스  북부지역의 
퐁살리(Phongsali), 시앙콩 (Xiangkhoang) 그리고 호판 (Houaphan) 의 세개 주에서 아편이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엔마약및범죄국은 양귀비재배 지역들을 방문하여 진행된 조사를 통해 양귀비재배가 
식량부족 및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기 지역내 주민들의 매우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양귀비 재배와 가난 및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는 기회의 부족에는 아주 명확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라고 유엔마약및범죄국 라오스 국가 사무소 대표 쉐익 투레는 설명하였다. 
“아편을 생산하는 농민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가난과 식량의 부족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며 대게 그들은 다른작물들을 팔 수있는 중심가로 부터 먼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서 “그들에게는 양귀비 재배를 대체할 수 있는 실효적인 
기회가 필요합니다” 라고 강조하였다.       
 



 
유엔마약및범죄국은 나아가 이러한 아편과 관련한 불법 비즈니스는 지역내 통합 및 
경제개발 계획에도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골든트라이앵글은 
메콩강연안국가의 중심지이며 이 지역에서는 지역내 국가들간 교통망 연결 그리고 
무역장벽 및 국경간 이동 통제 완화와 같은 여러 지역적 통합을 위한 계획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라고 제레미 더글라스는 말하였다. 그는 이어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들의 
네트워크는 이러한 지역내 지역적 통합이 그들의 불법 비즈니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데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라고 제레미 
더글라스는 강조하였다.  
 
 
상기 보고서 전문 링크http://bit.ly/15PGw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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