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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소

소   장     강동렬 061-339-2101 보건소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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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주소개 시청안내 조직도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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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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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장     강원준 061-339-2149

식품제조가공업 등 관리,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식품 등 관리, 위생식품위해요소(HACCP)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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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관리과

과   장     김재호 061-339-4740 감염병관리과 업무 전반

감염병관리

팀   장     김미숙 061-339-4731 감염병관리에 관한 전반 사항, 한센시설 기능보강 사업,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주무관     박세연 061-339-2144
제1급·4급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비축물품 관리, 재난관련 업무, 장내기생충 퇴치, 임상병리

실 업무 총괄,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사업

주무관     정은주 061-339-2145 결핵관리사업(결핵환자 등록관리, 결핵약품 관리, 잠복결핵 건진관리 등)

주무관     변선희 061-339-4732 일반서무, 직원복무, 보안 관리

주무관     서승희 061-339-4736
제2급·3급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온열·한랭사업, 손씻기 사업, 질병정보 모니터 기록관리, 식중

독 관련

주무관     최유진 061-339-2161 임상병리 검사 접수 및 검체 채취, 임상별리실 검사장비 관리

실무원     강문희 출산휴가

감염병대응

팀   장     이재란 061-339-4741
코로나19 전반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발생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발생 시 각종보고 

및 관리

주무관     이재홍 061-339-4742 서무 및 회계, 코로나19 대응계획 및 각종 보고·홍보 총괄, 코로나19 현황 관리

주무관     장현정 061-339-4750 보건소 선별 운영 총괄, 운영물품 구입 및 인력관리,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및 지급

주무관     임은지 061-339-4745 코로나19 관내 병,의원 확진자 역학조사 총괄

주무관     주해림 061-339-4912 코로나19 확진자 병상배정 총괄, 자율입원병상 관련 업무, 확진자 이관 관련 업무

주무관     김혜린 061-339-4744 오신고·행방불명·사망·격리연장에 관한 총괄,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 시 관리·조치

주무관     정현지 061-339-4747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시 전반적 관리·조치 총괄, 동일집단격리(코호트) 지정 및 관리

예방의약

팀   장     고경숙 061-339-4881 예방의약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관한 사항

주무관     김수양 061-339-2179 각종 예방접종사업 및 접종실 운영, 의료기관 예방접종 의료비 지원

주무관     박솔지 061-339-2157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주무관     김원강 061-339-4882 의원 및 의료업소 개설신고 및 등록, 응급의료, 진단용방사선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

주무관     김세빈 061-339-4883 약무, 마약류 관리, 혈액수급 관리

주무관     장이현 061-339-4884 의료기기, 방사선 관계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교육, 장기기증 등록 및 홍보

주무관     강성욱 061-339-2146 방사선실 촬영 관련 업무

실무원     정승아 출산휴가

재택치료전담TF

(http://www.naju.go.kr)



팀   장     명연자 061-339-4901 재택치료전담T/F팀 총괄 및 직원 복무관리, 응급상황 대응 관리, 재택치료 환자 관리

주무관     김현숙 061-339-4905
코로나 먹는치료제 관련(수급 관리, 담당약국 등),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관련, 건강관리반 전

반

주무관     박신애 061-339-4906 건강관리전반(재택치료 환자 발생 보고, 환자치료 지원, 응급상황 대응 등)

건강증진과

건강증진

팀   장     이연옥 061-339-4801
건강증진업무 전반에 관한사항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 선정 및 관리 건강증진 우수사레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 직원 근태 및 청사관리 지도 감독

주무관     조수현 061-339-4802 과 서무, 기록물 관리, 복무관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주무관     이효진 061-339-4803 예산, 회계, 지출, 별도급여에 관한 사항 관용차량, 물품, 청사환경 관리

주무관     박성희 061-339-4804
○ 통합건강증진사업 업무 전반 ○ 건강생활실천사업 업무 전반 ○ 어르신 여가지도 및 발관리 

사업

주무관     박수빈 061-339-4826 구강보건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주무관     김안나 061-339-4805 금연업무전반에 관한 사항

실무원     한송이 061-339-4807 경로당 어르신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걷기, 비만, 영양 등) 지원

실무원     김남숙 061-339-4808 경로당 어르신 통합건강증진 업무, 건강체험실 운영

실무원     김광혁 061-339-4827 체력증진실 총괄, 건강체험실 총괄, 통합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

실무원     임지현 061-339-4828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사업 물품관리 전반, 금연지도 단속

실무원     김은경 061-339-4829 금연클리닉운영, 금연사업물품관리전반, 금연지도단속 등

실무원     문지영 061-339-4830 영양플러스사업 운영 지원(사업대상자 교육, 상담, 보충식품 검수, 업체관리 등)

보건지원

팀   장     손명숙 061-339-4811 보건지원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등 신고업무

주무관     이채원 061-339-4812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역사

회중심재활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장흥통합의학박람회

주무관     임주연 061-339-4813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 등

실무원     양지선 061-339-4815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사항, 심뇌혈관질환예방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지역사회 재활사업 

환자 관리 지원

실무원     김영아 061-339-4816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담당지역: 노안, 공산, 금남동)

실무원     나정윤 061-339-4817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담당지역: 봉황, 세지)

실무원     윤혜정 061-339-4818 방문건강관리사업(금천,산포), 재가암환자관리 등

실무원     최미나 061-339-4819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담당지역: 왕곡, 성북동)

실무원     최경진 061-339-4820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담당지역: 반남, 영산동, 이창동)

실무원     최명희 061-339-4821 농업인 재활치료 전문센터 운영, 지역사회 재활사업, 장흥통합의학 박람회 지원

치매관리

팀   장     이규민 061-339-4771 치매안심센터 특화사업 기획, 치매안심센터 공모사업 발굴, 치매안심센터 우수사례 기획

주무관     문유진 061-339-4772
팀서무 및 예산 관리, 맞춤형사례관리,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 배회가능어르신인식표 보급 사

업

주무관     정유선 061-339-4773

○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 ○ 치매예방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지표관리 ○ 치매안

심센터 상담 및 등록 관리사업 ○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극복의날 행사 등 치매인식개선사업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 치매안심마을 운영 ○ 지역사회 자원강화 사업 ○ 치매안심센터 

분소운영 ○ 치매파트너사업

주무관     조민영 061-339-4788
치매관리 정부합동평가 및 성과지표관리, 치매안심센터 상담 및 등록관리 사업, 치매조기검진 

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치매환자조호물품지원 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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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김현주 061-339-4776

치매상담 및 등록, 지원서비스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치매선별검사 및 CERAD-K 검사 수행,처

리에 관한 사항, 맞춤형치매사례관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치매순회검진 및 예방교육 추진

에 관한 사항,고위험군 집중검진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예방 홍보 자료 및 콘텐츠 보급,관리. 치

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입력에 관한 사항 각종 행사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주무관     최정연 061-339-4777 치매조기검진 및 민원, 치매치료관리비 관련

주무관     강지수 061-339-4778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순회예방교육, 치매선별검사 수행 등

주무관     최요한 061-339-4779
치매가족 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운영 및 치매예방 인지강화 교실 운

영

주무관     박예지 061-339-4780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순회예방교육, 치매선별검사 수행 등

주무관     김연화 061-339-4781 맞춤형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조기검진에 관한 사항,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운영 등

주무관     방현미 061-339-4782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진단검사), 치매환자 발굴 등록, 경로당 예방교육,치매파

트너

주무관     양주은 061-339-4783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순회예방교육, 치매선별검사 수행 등

주무관     박두석 061-339-4784 치매환자쉼터 운영.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 가족 자조모임,

주무관     우효미 061-339-4785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치매환자쉼터 및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센터 홍보 지

원 및 카페 관리

주무관     임지연 061-339-4786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1~4호), 치매극복선도단체, 치매안심가맹점 양성에 관한 사항,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양성에 관한 사항, 치매인식개선 활동 수행에 관한 사항

주무관     김혜영 061-339-4789 치매센터 민원실 업무, 감별검사비 지원, 조호물품 신청

주무관     송서현 061-339-4787

치매상담 및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산포면, 노안면, 영산동, 빛가람동), 치매순회 예방교

육추진 및 자원연계에 관한 사항,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관한 사항, 치매인식개선 활동수행에 관

한 사항

실무원     이명란 061-339-4790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관리, 치매상담 및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사업 , 치매치료관리비, 치

매지원서비스업무 지원

정신건강

팀   장     김효정 061-339-4831 ○ 지역특화사업, 공모사업 및 우수사례발굴 ○ 자살예방사업 연간계획 ○ 정신사업 성과관리

주무관     김예린 061-339-483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지도점검, 

코로나19 심리지원 등

주무관     고경진 061-339-4833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정신요양시설 공공후견인 감독 및 관

리,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비 지원

주무관     방수미 061-339-4835 자살예방사업 운영, 실습생관리(사회복지학과), 사례관리

주무관     김선영 061-339-4836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 통합중독관리사업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 장비 및 물품관리, 실적관

리(MHIS) 및 보고, 실습생관리(간호학과), 사례관리

주무관     윤현선 061-339-4837 자살예방사업 운영, 사례관리

주무관     전남희 061-339-4838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코로나19 고위험군 마음건강 사업, 홍보(캠페인), 사례관리

주무관     전도영 061-339-4839 자살예방사업, 정신건강환경조성사업, 사례관리

주무관     이혜주 061-339-4840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주무관     오서현 061-339-4841 아동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아동 청소년 사례관리

주무관     김정란 061-339-4842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사례관리

주무관     윤보라 061-339-4843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자원봉사자 관리, 개인정보 관리, 사례관리

주무관     남은옥 061-339-4844 자살예방사업운영, 사례관리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팀   장     김   순 061-339-4751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 전반

주무관     최한솔 061-339-4752
○ 팀 서무, 회계에 관한 사항 ○ 센터 신체활동, 임신부,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센터 건강증진실 운영 및 운동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주무관     김희민 061-339-4753
출산장려팀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심뇌혈관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

영 보조에 관한 사항 센터 건강증진실 운영 보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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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보조에 관한 사항 센터 건강증진실 운영 보조에 관한 사항

실무원     한송이 061-339-4754
○ 금연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보건지원팀 업무에 관한 사항 ○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송월동, 다시, 문평)

실무원     유   진 061-339-4755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센터 건강증진실 운영 및 운동기구 관리에 관한 사항, 방

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다도,남평,빛가람동)

보건지소

중부지소

팀   장     나명숙 061-339-4101 통합보건사업 업무, 일반진료실 업무

실무원     이유진 061-339-4103 물리치료업무, 진료비청구, 진료실적 결과보고, 수입징수 업무

세지지소

팀   장     김선심 061-339-4111 통합보건사업, 치과실 업무

실무원     이현희 061-339-4113 물리치료 전반에 관한 사항 양.한방 허브사업 및 암검진에 관한 사항

왕곡지소

팀   장     허신행 061-339-4120 통합보건사업, 예방접종

주무관     이보미 061-339-4120 통합보건사업, 진료실업무

반남지소

팀   장     김현순 061-339-4125 통합보건사업, 예방접종

실무원     김민형 061-339-4126 물리치료 및 진료실 업무

공산지소

팀   장     최미숙 061-339-4132 통합보건사업

실무원     안민희 061-339-4134 물리치료 업무, 양한방 순회진료 사업, 암검진, 진료실 업무

동강지소

팀   장     김수민 061-339-4139 통합보건사업, 감염병 업무

주무관     김도윤 061-339-4140 진료실 업무, 경로당 순회진료, 결핵관리사업 등

다시지소

팀   장     황선아 061-339-4146 통합보건사업, 예방접종, 치과실 업무

실무원     백지영 061-339-4148 물리치료실 업무

문평지소

팀   장     정소영 061-339-4153 통합보건사업

주무관     황승현 061-339-4156 문평보건지소

실무원     임해란 061-339-4156 물리치료 업무, 진료실 업무

노안지소

팀   장     신성미 061-339-4160 통합보건사업, 예방접종, 일반 진료실 업무

실무원     이하정 061-339-4162 물리치료 업무, 진료실 업무

금천지소

팀   장     최영화 061-339-4169 통합보건사업,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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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장     최희경 061-339-4167 통합보건사업, 일반진료실 업무

산포지소

팀   장     윤성숙 061-339-4174 통합보건사업

실무원     안소향 061-339-4176 물리치료 업무

다도지소

팀   장     양은경 061-339-4181 통합보건사업, 금연관리, 치매관리,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실무원     김인지 061-339-4182 물리치료업무 및 진료실 업무

봉황지소

팀   장     배민진 061-339-4190 통합보건업무 및 치과실업무

차   장     최정숙 061-339-4188 진료, 예방접종

남평보건실

팀   장     오금란 061-339-4109 통합보건사업, 예방접종

차   장     박진옥 061-339-4110 결핵, 건강증진업무, 양한방 통합방문보건서비스, 국가암검진

보건진료소

남평우산

진료소장     김경란 061-337-1533 남평우산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세지성산

진료소장     진지현 061-331-5671 세지성산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왕곡신원

진료소장     한희열 061-337-4355 왕곡신원 보건진료소 전반 업무

왕곡월천

진료소장     김윤경 061-335-7723 왕곡월천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반남청송

진료소장     박복순 061-336-0849 반남청송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공산백사

진료소장     위경미 061-335-5671 공산백사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공산가송

진료소장     김하영 061-335-7804 공산가송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동강대전

진료소장     박미정 061-337-2731 동강대전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동강월송

진료소장     양지원 061-335-2736 동강월송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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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평계로

진료소장     나혜영 061-337-0448 문평계로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노안금안

진료소장     서영숙 061-336-8297 노안금안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노안도산

주무관     김자영 061-335-2929 노안도산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다도방산

진료소장     김은미 061-337-9545 다도방산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봉황옥산

진료소장     문현숙 061-331-3876 봉황옥산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상담, 투약. 건강증진관리

봉황운곡

진료소장     윤귀남 061-337-2914 봉황운곡보건진료소 일차진료 및 통합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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