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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통합보건지소 부산 회진

보건지소 8개소

삼산 죽청 신리 상발 수문 장동

봉림 부평 대천 대신 삭금

보건진료소 11개소

보건소장

직원 사무분장 현황

소장 박옥란 061-860-6400 보건소 업무 전반

김정아 061-860-6483

최한길

김미연 061-860-6688 코로나19 업무 보조

안동해

장대원

이지혁

이재훈

안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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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

보건정책과

과장 황정숙 061-860-6410 보건정책과 업무 전반

보건행정팀

팀장 이명숙 061-860-6401 보건행정

주무관 김희옥 061-860-6403 예산운영 및 계약, 세입세출외 현금출납

주무관 김현정 061-860-6402 보건정책과 서무

주무관 신춘식 061-860-6407 관용차량 운행 관리

주무관 이정기 061-860-6404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보건공공기관 시설물 및 재산관리

주무관 최영석 061-860-6405 전산,물품,장비 관리 재난대비 보건의료 지원

주무관 이문희 061-860-6406 공중보건의사 관리, 지소.진료소 관리

주무관 김정례 061-860-6480 청사관리

건강증진팀

팀장 위경선 061-860-6441 건강증진 업무 전반

주무관 김슬기 061-860-6442 통합건강증진사업,경로당운동지도자교실, 영양및 비만사업

주무관 강신희 061-860-6444 금연, 절주사업,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푸른장흥 건강대학 운영

주무관 김재완 061-860-6489 모바일헬스케어

주무관 김윤주 061-860-6443 경로당 운동교실 운영전반, 영양, 비만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등

주무관 송은경 061-860-6488 금연클리닉 운영, 이동금연, 금연지도원 인력관리

김희나 061-860-6474 모바일 헬스케어

방문보건팀

팀장 김정해 061-860-6411 방문보건사업전반

주무관 황수경 061-860-6412 방문보건사업, 지역사회건강조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무관 한은영 061-860-6413 국가암 검진 취약계층건강검진,특정암검진

주무관 노효주 061-860-6414 구강보건사업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주무관 김은아 061-860-6415 백내장 및 실명예방사업 방문건강관리업무

주무관 조영례 061-860-6485 구강보건사업, 치과진료 및 치과이동진료 보조

공중보건의 김현찬 061-862-4000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사업 전반

고태화 061-860-0000

성진아 061-8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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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아 061-860-0000

치매관리팀

팀장 신민규 061-860-6471 치매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주무관 이경재 061-860-6472 치매안심센터 운영

주무관 김선학 061-860-6473 치매안심마을 운영

주무관 정성효 061-860-6487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주무관 김은지 061-860-6493 치매조기검진사업, 인지강화교육, 연구사업

주무관 임소현 061-860-6497
치매쉼터 운영에 관한사항 치매가족교실 운영에 관한사항 뇌푸른청춘 예방
교실에 관한사항 치매안심센터 소모품, 물품 관리

주무관 이지영 061-860-6495 치매검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업무

주무관 손수정 061-860-6491 치매환자 사례관리 조호물품 및 실종예방사업 치매상담 및 지원서비스

마라은 061-860-6492

이소라 061-860-6498 치매조기검진

통합의학팀

팀장 송미경 061-860-6260 통합의학박람회,생물의약산업 등 업무 전반

주무관 한강훈 061-860-6262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전반

주무관 박주현 061-860-6261
생물의약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 추진 
천연자원연구센터 연계사업 추진 등

주무관 김규용 061-860-6265 통합의학컨벤션센터 시설물관리

주무관 박하은 061-860-6263
(재)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 및 관리 전반, 통합의료병원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통합의학박람회 운영 지원, 팀 예산

주무관 위예지 061-860-6267
통합의학컨벤션센터관리(공공요금, 인부사역 등), 장비 및 물품관리, 생물의
약산업 업무 지원

주무관 홍서준 061-860-6264 장흥통합의학컨벤션센터 대관 업무, 마음건강치유센터 업무 지원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장 서지영 061-860-7880 삼산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보건진료소장 김선미 061-860-7881 죽청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장 최길수 061-860-7882 신리보건진료소 업무전반

보건진료소장 이유경 061-860-7883 상발보건진료소운영전반

보건진료소장 김은영 061-862-1346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및 일차진료

보건진료소장 김기엽 061-860-7885 일차보건의료서비스 및 진료소 업무 전반.

보건진료소장 김령숙 061-860-7886 봉림보건진료소 운영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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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진료소장 정미진 061-860-7887 일차보건의료및 부평보건진료소 운영전반

보건진료소장 하도경 061-860-7888 대천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장 이춘자 061-860-7889 보건진료소운영전반

보건진료소장 배희경 061-860-7890 보건진료업무전반 업무

관산보건지소

팀장 박경덕 061-860-8917 통합보건사업

주무관 장혜진 061-860-8913 의과,치과,한의과 진료조보

지소장 박찬호 061-862-4000 의과 진료 업무

공중보건의 김지환 061-862-4000 한의과 진료 업무

공중보건의 한동균 061-860-6406 치과 진료 업무

대덕보건지소

팀장 설수정 061-860-8923 보건지소운영총괄, 통합보건사업

지소장 정현도 061-860-6406 의과 진료 업무

공중보건의 김지훈 061-860-6406 한의과 진료 업무

용산보건지소

팀장 오복순 061-860-8933 보건지소운영 총괄, 통합보건 및 진료업무

주무관 박소연 061-860-8933 실무수습

지소장 박상민 061-860-8934 의과 진료 업무

안양보건지소

팀장 김영숙 061-860-8943 진료보조, 세외수입,통합보건사업

주무관 전준오 061-860-8946 실무수습

공중보건의 채민수 061-862-4000 한의과 진료 업무

북부통합보건지소

팀장 이유미 061-860-8953 북부통합보건지소 통합보건업무

주무관 김성례 061-860-8955 통합건강증진사업 물리치료

지소장 이윤형 061-862-4000 의과 진료 업무

공중보건의 임형훈 061-860-6406 치과 진료 업무

유치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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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김인경 061-860-8963 진료업무

부산보건지소

주무관 이여경 061-860-8973 의과환자 진료보조, 통합보건

회진보건지소

팀장 김은정 061-860-8983 보건지소운영총괄, 진료업무

주무관 이어진 061-860-8986
회진보건지소 치과진료보조 및 구강보건사업,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반, 정신보건사업, 이동방문사업, 이동치매사업, 감염병관리사업

지소장 김지훈 061-860-6406 의과 진료 업무

공중보건의 류동렬 061-860-6406 한의과 진료 업무

공중보건의 양희수 061-860-6406 치과 진료 업무

질병관리과

과장 김미숙 061-860-6450 질병관리과 업무전반

감염병관리팀

팀장 송초영 061-860-6466 감염병관리업무 전반

주무관 정미현 061-860-6476 질병관리과 서무·예산

주무관 서희화 061-860-6437 예방접종 사업 및 코로나19 접종 사업

주무관 위은서 061-860-6438 예방접종 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업무

주무관 노성진 061-860-6435 결핵관리사업

주무관 김성림 061-860-646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접수및 의료기관 백신관리 한센병 관리

주무관 김도하 061-860-6436 결핵관리 지원

감염병대응팀

팀장 김소영 061-860-6431 감염병대응업무

주무관 최병운 061-860-6484 차량운행, 정비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확진자 및 검체 이송, 방역소독지원

주무관 송미정 061-860-6449

○ 임상병리실 운영 ○ 코로나19선별진료소운영 ○ 코로나19 검사의뢰 및 결
과통보에 관한 사항 ○ 기생충질환 및 보균자 찾기 검사에 관한 사항 ○ 수질
검사 및 비브리오 오염도 조사에 관한 사항 ○ 감염병 및 입국자 검사에 관한
사항 ○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검사에 관한 사항

주무관 정여경 061-860-6434

팀 서무,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 전반, 코로나19 역학조사, 코로나19 방역물
품 관리,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업무, 1.2.4급 감염병 예방 관리,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해외유입 감염병
감시

주무관 김성재 061-860-6433 방역소독, 감염병대응 예산 관리

주무관 김은정 061-860-6598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보조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채취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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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노희영 061-860-6699 감염병감시체계운영

진료의약팀

팀장 김은전 061-860-6421 의약업무,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금에 관한사항

주무관 노금실 061-860-6432 의료기관, 의약업무, 마약류, 의료장비 진료의약팀 예산

주무관 윤현정 061-860-6422
○ 팀 예산에 관한 사랑 ○ 의약업무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 응급의료 및 장
기 기증에 관한 사항 ○ 마약류 등 관리, 헌혈에 관한 사항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에 관한 사항

주무관 서향은 061-860-6423 모자보건업무

주무관 정명호 061-860-6424 모자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주무관 이선경 061-860-6425
진료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주무관 박소연 061-860-6426 민원실 진료업무에관한 사항 제증명 접수및 발급 독사교상 약품관리

주무관 남오목 061-860-6486 영양플러스사업, 모자보건사업

공중보건의 정희찬 061-860-6406 의과진료 업무

정신보건팀

팀장 문희 061-860-6461 정신보건업무 전반

주무관 김지혜 061-860-646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 자살예방사업

위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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