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5일 13시 37분



2
3
3

목차

목차
행정조직과업무
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과

과장 허흥심 061-270-8591 건강정책과 업무 전반

건강증진

팀장 김수연 061-270-8704 건강증진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은하 061-270-8923 서무

주무관 김지애 061-270-8924 통합건강증진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주무관 이가은 061-270-8483
건강행태개선사업(운동,영양,절주,비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무관 김연성 061-270-8925
금연사업 
- 금연클리닉 운영 
- 금연 지도점검

주무관 최은지 061-270-8916 민원실 및 진료실 운영

주무관 이앨리 061-270-8901 구강보건사업, 치과실운영 

실무원 강윤지 061-270-8918 물리치료실, 한방실운영

실무원 신숙 061-270-8917 민원실

실무원 김은미 061-270-8904 민원실

실무원 신은미 061-270-8908 영양사업

실무원 김정욱 061-270-8769 금연클리닉

감염병관리

팀장 이인자 061-270-4355 감염병관리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박승민 061-270-8933
임상병리실 운영 
레지오넬라, 해해수 오염도 등 보균자 색출검사

주무관 김현주 061-270-8929 국가결핵관리사업 전반

주무관 유지선 061-270-3692
제3,4급 감염병 관리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AIDS 및 성병 관리

주무관 유지혜 061-270-8959
결핵 관리사업 
- 잠복결핵 검진 및 대상자 관리 
- 한센병 관리사업

실무원 안수연 061-270-8958
취약계층 결핵 관리 
경로당 전수검진 
결핵역학, 환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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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원 오영주 061-270-4348
2급 감염병관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방사선실운영

실무원 김경미 061-270-8955 방사선실

감염병대응

팀장 김혜주 061-270-4340 감염병대응팀 업무 전반

주무관 임연지 061-270-4344
코로나19 대응 
- 발생보고 및 기초 역학조사

주무관 박가현 061-270-4359
코로나19 대응 
- 인력관리

주무관 박선형 061-270-4358
코로나19 대응 
- 발생보고 및 기초 역학조사

주무관 김주리 061-270-4343
코로나19 대응 
- 취약시설 관리

주무관 서지우 061-270-4354
코로나19대응 
- 예산관리

주무관 이유진 061-270-4351
코로나19 대응 
- 확진자 공동격리 및 격리통지 
- 역학조사

주무관 김은지 061-270-4349
코로나19 대응 
- 입원치료비, 한시지원, 격리통지

주무관 고세은 061-270-4351
코로나19 대응 
- 물품관리

주무관 이시은 061-270-4353
코로나19 대응 
- 해외입국자 관리

주무관 최연희 061-270-4341
코로나19 대응 
- 재택치료자 관리(모니터링, 먹는치료제 관리)

주무관 김예은 061-270-4357
코로나19 대응 
- 취약시설 전수조사(정신,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주무관 차세희 061-270-4356
코로나19 대응 
- 입원치료비, 한시지원, 손실보상금

주무관 문희수 061-270-4342
코로나19 대응 
- 취약시설 전수조사(요양병원, 요양시설)

주무관 조인혜 061-270-4345
코로나19 대응 
- 선별진료소 운영

주무관 조비견 061-270-4346
코로나19 대응 
- 재택치료 의료기관 관리 
- 재택치료 고위험군 관리

모자보건

팀장 서청이 061-270-4010 모자보건팀 업무 전반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출산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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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황혜정 061-270-4263
출산장려시책 추진 및 출산축하금 
영유아 보험서비스 

주무관 김아름 061-270-8926
어린이급식센터 관리 
영양플러스 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주무관 장정아 061-270-3215

모자보건실 운영 
-임산부 등록 및 산전관리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청소년임산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주무관 문선우 061-270-8954

모자보건실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 모유수유실 지도점검 

- 영유아 건강검진 

- 다자녀 행복카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역보건

팀장 송미영 061-270-8702 지역보건팀 업무 전반

주무관 강나루 061-270-8937
방문건강관리사업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무관 서승희 061-270-3699
국가암검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주무관 김정은 061-270-892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의료비 지원사업

실무원 서희선 061-270-8961 방문보건

실무원 박인석 061-270-8964 방문보건

실무원 최연주 061-270-8962 방문보건

방역정책

팀장 유은봉 061-270-8705 방역정책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박병철 061-270-8919 방역차량

주무관 김수진 061-270-8928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 
인플루엔자접종 관련

주무관 강태헌 061-270-4347 방역(살균)

주무관 김연수 061-270-4559 코로나19 예방접종

주무관 장상균 061-270-8938 방역(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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