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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부서 이름 업무 전화번호

보건소장 안진화 보건소 업무 총괄 450-5010

보건행정과장 김진만 보겅행정과 업무 총괄 450-5220

보건행정팀

임미정 보건행정업무 총괄 450-5011

강영순
보건소 관리, 예산, 회계, 계약,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

항
450-5012

우송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관리,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 지역보건의료계

획 수립 등
450-5013

강주희 지역보건의료기관 청사관리 450-5015

전서화 일반서무, 충무계획 및 비밀문서에 관한 사항 450-5014

고성옥 민원실 접수·수납 450-5041

김희정 보건소 진료실 운영보조 450-5041

김건희 물리치료실 업무 450-5044

정호영 일반진료(공중보건의사) 450-5043

박세열 일반진료(공중보건의사) 450-5043

박광민 한방진료(공중보건의사) 450-5046

위생1팀

송미영 위생업무 총괄 450-5016

김경화
식품제조·즉석판매업소 지도·단속, 어린이식품안전관리, 식중독예

방관리
450-5017

정신혜 음식문화개선, 남도음식거리조성, 식품진흥기금운영 450-5018

모상현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

처분
450-5019

이희정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허가, 이‧미용사 면허 허가, 조리사

450-5020

보건소안내 부서별 업무 안내

무안군 보건소 부서별업무 안내
책임있고 친절하게 민원을 상담, 처리함으로써 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 안내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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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허가, 이‧미용사 면허 허가, 조리사

면허
450-5020

위생2팀

정은행 남악ㆍ오룡 위생업무 총괄 450-4606

박승휘
남악·오룡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1399(부정

불량식품)등 민원신고 처리
450-5024

안숙희
남악·오룡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 신고·허가, 이‧미용사 면허 허

가, 조리사면허
450-5065

감염병관리팀

조강희
코로나19 백신접종 사업 총괄, 감염병 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국

가 필수예방접종 전반에 관한 사항
450-5110

조지연
국가필수예방접종(정기)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450-5058

송이슬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에 관한 사항 이상반응 관리 및 피해보상 전반에

관한 사항
450-5112

이가희 위탁의료기관 전반에 관한 사항 2~4급 감염병 전반에 관한 사항 450-5117

김미선 임시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50-5051

임다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보건소 업무 보조 450-5119

김광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보건소 업무 보조 450-4686

감염병대응팀

박미정 감염병 대응 업무 총괄, 코로나19 업무 총괄 450-5021

김경아 방역소독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50-5022

임현진 코로나19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50-5107

조유선 코로나19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50-5049

이루비라 구급차 및 감염병 대응 차량 운행 및 관리 450-4612

김대율 결핵관리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450-5070

박준혁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450-4628

박재옥 방역소독 및 방역차량 관리 450-4610

장영환 임상병리실 업무 450-5048

김태연 결핵환자 관리 450-5050

김남경 선별진료소 업무 보조 등 450-4629

노건호 선별진료소 업무 보조 등 450-4629

신승아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 보조 등 450-4174

김현숙 코로나19 역학조사 업무 보조 등 450-4676

조희숙 의약업무 총괄 450-5036

부서 이름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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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팀

손숙희
의료기관 개설·폐업신고, 응급장비(심장충격기)관리, 구급차운영 신

고 및 관리 등
450-5037

이한송이
약국개설·폐업 신고, 마약류 취급 관리, 의료기기판매업 및 안전상

비의약품 신고 관리 등
450-5038

홍라윤
방사선실 운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및 안전관리, 출장검진 

신고 및 검진기관 지정,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450-5047

부서 이름 업무 전화번호

보건행정과 민원부서

민 원 실 5041 진 료 실 5042 물리치료실 5044 한방진료실 5045

방사선실 5047 임상병리실 5048 결 핵 실 5050 예방접종실 5051

※ 무안군보건소 선별진료소 : 450-4628~4629

보건지소

지소명 이름 업무 전화번호

일로보건지소

서안나 일로보건지소 운영 전반 450-4621

윤혜정 방문보건사업(일로읍) 450-4622

정지인 일반진료 450-4624

박광민 한방진료 450-4623

삼향보건지소

정경아 삼향보건지소 운영 전반 450-4631

강혜진 방문보건사업(삼향읍) 450-5113

김종규 일반진료 450-4632

오재원 한방진료 450-4633

몽탄보건지소

이화숙 몽탄보건지소 운영 전반 450-4641

김희경 몽탄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업무 450-4645

안상현 일반진료 450-4642

김장현 치과진료 450-4644

김우성 한방진료 450-4643

청계보건지소

이경란 청계보건지소 운영 전반 450-4651

김지숙 방문간호사업(청계면) 450-4653

김민수 한방진료 450-4652

김민서 현경보건지소 운영 전반 450-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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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보건지소

김민서 현경보건지소 운영 전반 450-4661

김명옥 방문보건사업(현경면) 450-4663

박건우 일반진료 450-4662

권성준 한방진료 450-4664

망운보건지소

신명화 망운보건지소 운영 전반 450-4671

윤효정 방문보건사업(망운면,운남면) 450-4672

이호종 한방진료 450-4673

해제보건지소

이유정 해제보건지소 운영 전반 450-4681

남승현 한방진료 450-4684

운남보건지소

김연주 운남보건지소 운영 전반 450-4691

유병찬 일반진료 450-4694

정승우 치과진료 450-4693

민경태 한방진료 450-4695

지소명 이름 업무 전화번호

보건진료소

진료소명 이름 업무 전화번호

죽산보건진료소 박서진 죽산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281-2913

광암보건진료소 정인숙 광암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282-3232

사창보건진료소 박우리 사창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452-3808

봉명보건진료소 전희애 봉명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452-3909

도대보건진료소 이운아 도대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452-5820

해운보건진료소 문순미 해운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453-6302

송현보건진료소 이윤영 송현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452-1945

만풍보건진료소 박평화 만풍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454-6796

천장보건진료소 고성훈 천장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452-7721

학송보건진료소 김민경 학송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454-7397

성내보건진료소 나미주 성내보건진료소 운영 전반 452-4709

건강증진과

부서 이름 업무 전화번호(http://www.muan.go.kr)



부서 이름 업무 전화번호

건강증진과장 김성철 건강증진과 업무 총괄 450-5230

건강증진팀

이행숙 건강증진업무 총괄 450-5026

정다움
금연 및 절주사업, 금연상담실 운영, 금연환경 조성,구강보건사업,초

등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450-5028

김채하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신체활동, 비만예방, 영양 등),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오룡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찾아가는 건강

버스 운영

450-5027

박소현
모자보건사업,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영유아 사전 예방적 사업, 난

임관련 지원사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450-5030

문진선
일반서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한의약 건

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450-5029

현재민

박지수
치과진료 및 구강보건사업(공중보건의사) 450-5046

김민지
통합건강증진사업(신체활동사업,비만예방사업)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운동) 통합건강증진실 민원 업무
450-5054

김미정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통합건강증진실 민원 업무 450-5053

박혜리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모자보건) 모바일헬스케어(영양) 450-5053

임혜란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매니저), 모바일헬스케어사업 450-5055

박혜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450-5029

이민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450-5061

강유진 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상담실 운영) 450-5056

김희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450-5045

정영숙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450-5044

배전송 통합건강증진사업(구강,금연) 450-5028

방문보건팀

조수경 방문보건업무 총괄 450-5031

정효진

방문건강관리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고혈압당뇨합병증 검사지원사업, 의료취약계층방문보건사업, 지역사

회건강조사

450-5032

김미성

국가암검진, 암치료비지원, 재가암환자관리, 웰다잉문화조성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 취약계층건강검진사업, 지역사회재

활사업

450-5033

김나형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업무, 재활프로그램운영 및 교육, 

재활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 재활장애인 가정방문서비스
450-5034

박성철

방문보건사업(몽탄면), 만성질환자 가정방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및 캠페인 홍보사업, 재가암환자 방문 서 450-5063

부서 이름 업무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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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및 캠페인 홍보사업, 재가암환자 방문 서

비스

450-5063

김태연

방문보건사업(무안읍), 만성질환자 가정방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교육 및 캠페인 홍보사업, 재가암환자 방문 서

비스

450-5062

정신건강팀

최선희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총괄 450-5101

류수현
정신건강사업 추진,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450-5102

오리온
자살예방사업, 재난 심리지원 및 힐링캠프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450-5103

박지민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검사 및 치료비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등

450-5040

배하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일로읍),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및 사후관리 모니터링,

자살예방 민간협력사업(생명사랑약국) 추진,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사업 등

450-5039

최민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무안읍), 

등록회원 및 고위험 미등록자 사례관리 계획 수립, 마음건강 주치의 

사업 등

450-5104

송혜지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삼향읍),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및 사후관리 모

니터링, 이·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사업, 노인자살예방사업 등
450-5059

김민경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청계면, 대학생),

청년특화사업, 대학생 정신건강 검진사업, 

청(소)년 치료비 지원사업,

동네의원 마음이음사업 등

450-4639

최미정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몽탄면, 망운면),

지역복지자원 정신건강 지원사업,

중증정신질환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450-5035

남정연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현경면),

정신의료기관 재원환자 관리
450-4648

고내정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운남면),

우울증선별검사 실적 취합 및 관리
450-5105

윤샤론
정신질환자 사례관리(해제면),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450-5052

이경애 치매안심센터운영 및 치매관리 업무 전반 450-5066

최은희

치매상담 등록관리 및 조기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및 대상자 소득관리

치매사례관리위원회 운영

치매안심마을 지정 운영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

450-5067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가족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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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팀

최이정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사업

치매파트너(플러스) 및 선도단체 양성

실종노인 발생 예방 사업

지역사회협의체 운영

450-5068

박종옥

치매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현경면 치매환자 관리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맞춤형 사례관리 물품지원 및 수불관리

450-5073

정신희

치매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몽탄면 치매환자 관리

치매안심마을 및 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450-5227

장율하

치매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무안읍 치매환자 관리

치매예방 이동교육

찾아가는 조기검진 사업

450-5077

정인성

치매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운남면 치매환자 관리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치매안심마을 및 센터 프로그램 운영

450-5069

황선애

치매 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삼향읍 치매환자 관리

고위험군 검진사업 및 상담실 운영

감별검사 의뢰 및 검진비에 관한 사항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전출에 관한 사항

실종노인 예방사업

450-5075

박민정

치매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해제면 치매환자 관리

고위험군 검진 사업

실종노인 예방사업에 관한사항

450-5076

정수미

치매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일로읍 치매환자 관리

치매안심마을 운영에 관한 사항

치매인식개선 사업 및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안심가맹점 지정 업무

450-5071

치매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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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리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망운면 치매환자 관리

가족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가족카페 관리에 관한 사항

450-5228

김미랑

치매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치매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남악, 오룡치매환자 관리

치매인식개선 사업 및 치매파트너(플러스) 양성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안심가맹점 지정 업무

450-5074

이경옥

치매상담, 등록, 조기검진사업

맞춤형 사례관리 사례담당 및 물품지원

청계면 치매환자 관리

치매공공후견인 사업

치매지원 서비스 관리, 조호물품 지원

450-5078

도시보건팀

전영숙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도시보건팀 업무총괄 450-5001

김성희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영양, 금연, 비만

, 구강)운영, 지역 건강거버넌스 구축 운영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 민원 업무

남악·오룡 신생아 양육지원금 신청 민원 업무 등

450-5004

유향미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건강증진업무 (모자보건, 영양 사업)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 민원 업무

남악·오룡 신생아 양육지원금 신청 민원 업무 등

450-5002

장진성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건강증진업무

(신체활동,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관리

450-5005

김형례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통합건강증진업무 

(금연·절주 클리닉 및 상담실 운영, 만성질환업무 등)
450-5007

이정갑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청사관리 및 업무지원, 

남악·오룡 위생·의약업소 시설조사(위생2팀 협조)
45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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