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7일 06시 12분



2
3
3

목차

목차
조직도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

과   장     손민식 061-339-2105 보건행정과 업무총괄

보건행정

팀   장     송내옥 061-339-2107
보건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소속팀 각종 보고서 작성, 보건기관 신,증측에 관한 사항, 공인

관리에 관한사항, 소속직원 인사및 복무점검에 관한 사항, 간호학과 실습에 관한 사항

차   장     이려경 061-339-2111 일반서무 직원복무에 관한 사항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사항

주무관     김현아 061-339-2110 예산 및 회계, 회계 공인관리, 세외수입관리, 보건기관 물품에 관한 사항

주무관     이계우 061-339-211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공중보건의사 관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주무관     조라아 061-339-2171 보건소 시설물 관리, 공유재산, 지소 진료소 관리

주무관     윤미정 061-339-2109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공중보건의 관리,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

주무관     조성은 061-339-2121
민원서류 접수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보건기관 보험청구에 관한사항, 세외수입불입에 관

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

주무관     전광근 061-339-2159 업무용차량 및 구급차량 운전

주무관     나병훈 061-339-2159 업무용차량 및 구급차량 운전, 방역차량 운행

주무관     임두형 061-339-2159 업무용차량 및 구급차량 운전

실무원     신은주 061-339-2120
민원실 업무, 민원서류접수(진단서 등) 및 제증명 발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에 관한 사항, 

휠체어 대여

실무원     강명자 061-339-2113 일반진료 및 한방실 업무보조, 운전면허 신체검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업무

실무원     안혜정 061-339-2104 부속실,문서배부

실무원     임민경 061-339-2106 물리치료실 업무

출산장려

팀   장     주진혜 061-339-2127 출산장려업무, 저출산 대책, 공공산우조리원 운영 등에 관한 전반

주무관     방수영 061-339-2130
첫만남이용권 지원, 출산장려금지원,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 지원, 다둥이가정 육아용품비 지

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관리, 출산꾸러미 지원사업

주무관     김하영 061-339-2154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지원 및 관리,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지원,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

유 지원,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주무관     김은유 061-339-212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업무 등

주무관     정수현 061-339-2125

출산축하꾸러미 지원, 임산부 교육 및 프로그램운영,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임산부영양제지

원 및 임신통합서비스, 가임기여성 산전검사 및 유축기 대여, 모성영유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실무원     박춘서 061-339-2174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민원접수, 상담업무

위생민원

팀   장     윤정현 061-339-2175
위생민원 업무 전반 식품제조가공업,식품첨가물제조업, 공유주방업 영업등록 신고 품목제조 및

생산실적 보고 관리

주무관     이지향 061-339-2177
식품영업신고(빛가람동 외)영업신고·변경·폐업,집단급식소,공중위생영업신고·변경·폐업,이미용

사면허

위생관리

팀   장     이영철 061-339-2147 위생관리업무 총괄, 위생관리 종합계획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리,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등 관리, 위생식품위해요소(HACCP)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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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강원준 061-339-2149 업소 관리,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관리, 식품접객업 관리(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농산

물 수거검사 관련 업무

주무관     신민경 061-339-2150
식품접객업소 관리(유흥.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제외), 안심식당 운영관리, 모범음식점 관리, 

남도음식문화 큰잔치 추진, 식중독업무에 관한 사항

주무관     문다선 061-339-2148
집단급식 안전관리(위탁급식영업 포함),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사업, 식품진흥기금 운

영·관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정 및 관리, 식품접객업 위생등급제 운영

주무관     임미영 061-339-2170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심식당 운영관리,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사업 추진, 재난

배상책임보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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