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2014 년 5 월 20 일 오전 11 시 (서울)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향정신성의약품 압수량 기록적 증가  

아시아 및 북미 지역이 원인   
 

 유엔마약및범죄국 세계 향정신성의약품 보고서 
 
아시아, 멕시코 및 아프리카에 근거지를 둔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 아시아 전역 
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밀매  
 
 
2014년 5월 20일 – 유엔마약및범죄국 (UNODC) 이 오늘 발간한 ‘2014 세계 향정신성 

의약품 보고서’ 에 따르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및 

신종 마약 수요의 증가가 전 세계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생산 및 밀매 시장 확장에 주 

원인임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미 지역에서는 

기록적인 양의 메스암페타민이 계속해서 압류되고 있다고 유엔마약및범죄국은 

설명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 세계 가장 큰 암페타민류 각성제 (메스암페타민 및 

엑스타시와 같은 중추신경 각성제) 시장은 아시아이며,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메스암페타민 공급이 지속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약 12톤의 메스암페타민이 아시아에서 압류되었으나 2012년에는 같은 기간 동안 

36톤이 압류되어 3배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지난 몇 년간 급격한 

메스암페타민 압수량 수치의 증가를 보인 중국에서만 아시아 전체 메스암페타민 

압수량의 45%인 16톤이 압수되었으며 뒤이어 태국에서 10톤 그리고 미얀마에서 2톤이 

압수되었다.      

 

아시아에서 메스암페타민 및 신종마약 수요 증가는 주로 아시아 지역내 국가인 중국, 

미얀마 및 필리핀에서의 공급 증가로 충당되고 있으나 멕시코, 남•서아시아 그리고 

서아프리카에 근거지를 둔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들도 메스암페타민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로 밀매하는 사례가 점점 더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나날이 증가하는 아시아의 메스암페타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대륙 및 

서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메스암페타민이 밀매되는 새로운 동향이 부상하고 있다”고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감식 및 과학국장 저스티스 테티는 오늘 도쿄에서 진행된 상기 

보고서 발간식에서 소개하였다. 또한, 그는 터키가 서아시아에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로 유입되는 메스암페타민의 중간 기착지 역할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마약및범죄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메스암페타민의 위협이 증가되는 현 상황은 지역 

내 통합이 가속화 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과 같은 위험물질의 국가간 이동도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위협의 증가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나 

청년인구가 많은 국가들의 사법 및 보건의료 체계에 점점 더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메스엠페타민 및 신종마약이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경찰, 사법, 교정 및 

보건의료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라고유엔마약및범죄국 

동남아시아태평양 사무소장 제레미 더글라스는 지적하며 많은 수의 아시아 국가들에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다른 범죄보다 큰 점을 예로 제시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전 세계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험 증가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에게는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마약의 주요 생산지 및 소비지가 

인접국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아시아 전역의 국가들은 마약생산, 

마약원료물질의 불법유통, 신종마약, 초국가적 조직범죄집단, 그리고 밀매에 취약한 

국가간 국경수비에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엔마약및범죄국이 발간한 ‘2014 전 세계 향정신성의약품보고서’ 는 하단의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unodc.org/documents/southeastasiaandpacific//2014/05/gsda/2014_Gl

obal_Synthetic_Drugs_Assessment_embargoed_Tokyo_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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