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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소장 박기석 061-270-3550 보건소 전반에 관한 사항

보건위생과

과장 손영란 061-270-3330 보건위생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보건행정

팀장 최인옥 061-270-8676 보건행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유선경 061-270-8911 서무 

주무관 유민영 061-270-8912 예산,지출

주무관 김귀상 061-270-8947 청사관리, 목포시의료원 관리

주무관 김종훈 061-270-8919
보건소 차량 운전 및 관리 
문서 사송

의약관리

팀장 정미미 061-270-3693 의약업무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단비 061-2708936 의료기관, 공중보건의 지도

주무관 김지송 061-270-8935 약국 및 마약 

주무관 김소영 061-270-8905
응급의료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및 지도 점검 

위생관리

팀장 이희숙 061-270-3323 위생관리 총괄

주무관 정푸른 061-270-8913
음식문화개선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관리

주무관 김이랑 061-270-8941
위생업소 인허가, 
식품진흥기금 운영,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지정

주무관 박가을 061-270-3543 위생민원접수 및 즉결민원처리(시청 민원봉사실)

주무관 장시원 061-270-3543 민원봉사실(위생민원)

공중위생

팀장 김순덕 061-270-3324 공중위생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정우철 -- 숙박, 인터넷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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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정하경 061-270-8943 노래연습장, 일반게임

주무관 김지희 061-270-8934 미용, 목욕 , 위생용품

식품위생

팀장 김진태 061-270-3325 식품위생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아라 061-270-8948
유흥, 단란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주무관 최가은 061-270-8951
휴게, 제과점 지도점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지도단속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관리

주무관 염신영 061-270-8950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식품제조가공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생산실적보고, 위해식품회수, HACCP, GMO 등 관리

주무관 박태은 061-270-8946
식중독 역학조사 및 예방 홍보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식품운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일반음식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주무관 김민지 061-270-8942
재난배상책임보험관리 
위해식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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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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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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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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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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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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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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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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당보건지소

지소장 김경희 061-270-8687 하당보건지소 업무 총괄

보건운영

팀장 박수란 061-270-8686 보건운영팀 업무 전반

주무관 최희정 061-270-4011 서무

주무관 김영숙 061-270-4012 민원접수

주무관 오미정 061-270-4264 청사관리 및 건강증진실 운영

실무원 조정순 061-270-4024 검진실 운영

실무원 김동호 061-270-4013 운전

실무원 김화진 061-270-4023 임상병리실 운영

실무원 원길자 061-270-4022
금연상담실 운영, 
건강증진실 운영

정신보건

팀장 김주일 061-270-8203 정신보건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명희 061-270-4056 정신보건업무

주무관 명수연 061-270-4015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주무관 배수현 061-270-4014 기초정신건강증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무관 오윤지 061-270-4260 정신요양기관

주무관 김아라 061-270-4270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사업

실무원 홍길동 061-270-4036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실무원 오은주 061-270-426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무원 김미주 061-270-402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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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원 조지은 061-270-3289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실무원 김현주 061-270--8855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

실무원 오찬열 061-270-4269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재활보건

팀장 박선미 061-270-8202 재활보건팀 업무 전반

주무관 마경실 061-270-4016 재활보건사업추진

주무관 이향아 061-270-8201 예방접종업무(하당보건지소)

실무원 정안이 061-270-4017 재활방문업무

실무원 최가진 061-270-4261 재활치료실 운영

치매보건

팀장 최형화 061-270-4291 치매보건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장미 061-270-4290 치매안심센터 운영

주무관 정선진 061-270-4277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인식개선 등 홍보 
(트윈스타 행정타운 3층)

주무관 고은비 061-270-4276 치매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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