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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국정감사 기관증인 명단

2018. 9. 20.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선정 대상기관(300인)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보건복지부
(28인)

장관 장관 박능후(朴凌厚)

차관 차관 권덕철(權德喆)

기획조정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강립(金剛立)

보건의료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강도태(姜都泰)

사회복지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배병준(裵秉俊)

인구정책실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동욱(李東旭)

대변인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헌주(金憲柱)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혜진(金惠珍)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민수(朴敏守)

국제협력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조태익(趙泰益)

비상안전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최태붕(崔台朋)

보건의료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기일(李基日)

공공보건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윤태호(尹泰皓)

한의약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태근(李泰根)

건강보험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노홍인(盧洪仁)

의료보장심의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전병왕(全炳王)

건강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권준욱(權埈郁)

보건산업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양성일(梁誠日)

해외의료사업지원관
(직무대리:해외의료총괄과장) 서기관 김현숙(金賢淑)

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장재혁(張宰赫)

복지행정지원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충현(鄭忠賢)

사회서비스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곽숙영(郭淑榮)

장애인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현준(金賢準)

인구아동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강호(李康鎬)

노인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임인택(林仁澤)

보육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상희(金相希)

연금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류근혁(柳根赫)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서중(金曙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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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질병관리본부

(11인)
본부장 차관급 정은경(鄭銀敬)

국립보건연구원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박도준(朴度俊)

기획조정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금렬(朴金烈)

긴급상황센터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나성웅(羅聖雄)

감염병관리센터장
(직무대리) 부이사관 이재용(李在龍)

감염병분석센터장 보건연구관 성원근(成元根)

질병예방센터장
(장기이식센터장겸임) 보건연구관 고운영(高雲英)

장기이식관리센터장 겸임:질병예방센터장

감염병연구센터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지영미(池榮美)

생명의과학센터장
(직무대리:유전체센터장) 보건연구관 박현영(朴賢映)

유전체센터장 보건연구관 박현영(朴賢映)

식품의약품
안전처
(17인)

처장 차관급 류영진(柳永珍)

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최성락(崔成落)

기획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동희(李東熙)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직무대리: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성곤(金性坤)

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윤형주(尹亨柱)

식품기준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상배(韓相培)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승용(李氶鎔)

식품소비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용익(鄭鏞益)

의약품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원식(李原植)

바이오생약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옥(金永玉)

의료기기안전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진석(金眞奭)

서울지방식약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양진영(梁晋榮)

부산지방식약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희옥(朴熙玉)

경인지방식약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성호(金成鎬)

대구지방식약청장
(직무대리:운영지원과장) 기술서기관 정의한(鄭義漢)

광주지방식약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영균(金永均)

대전지방식약청장 연구직고위공무원 최보경(崔寶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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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7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연구직고위공무원 이선희(李羨禧)

식품위해평가부장 연구직고위공무원 홍진환(洪辰煥)

의약품심사부장 연구직고위공무원 김나경(金拿慶)

바이오생약심사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일반임기제) 김대철(金大鐵)

의료기기심사부장 연구직고위공무원 오현주(吳賢珠)

의료제품연구부장 연구직고위공무원 서경원(徐京源)

독성평가연구부장 연구직고위공무원 정자영(鄭玆永)

국민건강
보험공단
(36인)

이사장 임원 김용익(金容益)

상임감사 임원 이태한(李泰翰)

기획상임이사 임원 이익희(李翼熙)

총무상임이사 임원 김홍중(金洪中)

징수상임이사 임원 전종갑(田鍾甲)

급여상임이사 임원 강청희(姜淸曦)

장기요양상임이사 임원 임재룡(林裁龍)

기획조정본부장 1급 이원길(李垣吉)

법무지원실장 1급 안수민(安秀民)

재정관리실장 1급 조해곤(趙海坤)

홍보실장 1급 이경선(李慶善)

인력지원본부장 1급 김선옥(金仙玉)

경영지원실장 1급 홍무표(洪武杓)

자격부과실장 1급 성백길(成百吉)

통합징수실장 1급 서명철(徐明哲)

고객지원실장 1급 임동하(林東河)

급여보장본부장 1급 현재룡(玄在龍)

보장사업실장 1급 신순애(申順愛)

보험급여실장 1급 고  영(高  零)

급여관리실장 1급 서일홍(徐一弘)

의료기관지원실장 1급 원인명(元仁明)

빅데이터운영실장 1급 강형수(姜炯秀)

건강관리실장 1급 김삼영(金三永)

요양운영본부장 1급 신일호(申一浩)

요양급여실장 1급 안명근(安明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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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요양심사실장 1급 이운용(李雲容)

감사실장 1급 정성화(鄭成華)

정보화본부장 1급 정승열(鄭承烈)

정보운영실장 1급 류  찬(柳  澯)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연구원장 이용갑(李龍甲)

건강보험정책연구원부원장 1급 정해민(丁海民)

글로벌협력실장 1급 강명옥(姜命玉)

인재개발원장 1급 장수목(蔣水睦)

서울요양원장 1급 박득수(朴得壽)

일산병원장 병원장 김성우(金成宇)

일산병원행정부원장 부원장 조진호(趙鎭鎬)

국민연금공단
(35인)

이사장 임원 김성주(金成柱)

감사 임원 이춘구(李春求)

기획이사 임원 박정배(朴正培)

연금이사 임원 김용국(金龍國)

복지이사 임원 나영희(羅英姬)

기금이사
(직무대리:운용전략실장) 수석운용역(1급) 이수철(李秀哲)

연구원장 원장 이용하(李容河)

정보화본부장 본부장 최  현(崔  玹)

사회적가치실현단장 1급 김선규(金善奎)

기획조정실장 1급 이훈상(李勳相)

인사혁신실장 1급 정준택(鄭俊澤)

총무지원실장 1급 안성근(安盛根)

국민소통실장 1급 김정학(金正學)

고객지원실장 1급 서정태(徐貞泰)

가입지원실장 1급 강신복(姜信福)

연금급여실장 1급 유동완(柳東完)

노후준비지원실장 1급 우제광(禹濟廣)

장애인지원실장 1급 송호동(宋鎬東)

기초연금실장 1급 최우용(崔愚鎔)

정보전략실장 2급 정일호(鄭一虎)

감사실 1급 김미경(金美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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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장 2급 황정규(黃正奎)

운용지원실장 1급 이말용(李末龍)

운용전략실장 수석운용역(1급) 이수철(李秀哲)

주식운용실장 수석운용역(1급) 겸임:채권운용실장

채권운용실장
(주식운용실장 겸임) 수석운용역(1급) 김종희(金宗熙)

대체투자실장
(직무대리:기업투자팀장) 선임운용역(2급) 이재욱(李宰旭)

해외증권실장 선임운용역(2급) 임형주(林亨柱)

해외대체실장 선임운용역(2급) 최형돈(崔炯敦)

리스크관리센터장 수석운용역(1급) 박성태(朴成泰)

준법감시인 수석운용역(1급) 이욱희(李旭熙)

연금제도연구실장 연구위원(2급) 김헌수(金憲秀)

재정추계분석실장 선임연구위원(1급) 박성민(朴星民)

기금정책분석실장 선임연구위원(1급) 원종현(元鍾顯)

국제협력센터장 1급 김정후(金廷厚)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35인)

원장 임원 김승택(金承澤)

상임감사
(직무대리:감사실장) 1급 김두식(金斗植)

기획상임이사 임원 김선민(金宣旼)

개발상임이사 임원 송재동(宋在棟)

업무상임이사 임원 최명례(崔明禮)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직무대리:상근심사위원) 상근심사위원 조석현(曺石鉉)

심사평가연구소장 임원 허윤정(許允貞)

기획조정실장 1급 장용명(張容明)

경영지원실장 1급 강평원(姜平遠)

인재경영실장 1급 강경수(姜京洙)

고객홍보실장 1급 송문홍(宋文弘)

정보통신실장 2급 이영곤(李泳坤)

심사평가체계개편실행반장 1급 이영아(李鈴雅)

급여기준실장 1급 지영건(池永建)

의료수가실장 1급 김정옥(金貞玉)

급여등재실장 1급 변의형(卞義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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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약제관리실장 1급 강희정(姜喜貞)

급여보장실장 1급 장인숙(張仁淑)

포괄수가실장 1급 공진선(公珍善)

DUR관리실장 1급 유미영(柳美榮)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1급 정동극(鄭東克)

국제협력단장 1급 류종수(柳鍾守)

심사운영실장 1급 이미선(李美善)

심사실장 1급 유명숙(柳明淑)

심사관리실장 1급 배선희(裵仙嬉)

의료급여실장 1급 김숙자(金淑子)

급여조사실장 1급 김옥봉(金沃鳳)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1급 백영재(白永材)

평가운영실장 1급 고선혜(高善惠)

평가관리실장 1급 박인기(朴寅基)

의료자원실장 1급 주종석(朱鍾錫)

연구조정실장 1급 정설희(鄭雪姬)

의료정보융합실장 1급 박영희(朴永熙)

위원회운영실장 1급 장희숙(張姬淑)

감사실장 1급 김두식(金斗植)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7인)

원장 임원 이영찬(李永燦)

기획이사
(경영관리본부장 겸임) 임원 염용권(廉龍權)

경영관리본부장 겸임:기획이사

미래정책지원본부장 전문위원 이윤태(李潤泰)

R&D진흥본부장 부이사관 이재란(李載蘭)

산업진흥본부장 수석연구원 엄보영(嚴保榮)

국제의료본부장 전문위원 명희봉(明熙奉)

한국노인인력
개발원
(13인)

원장 임원 강익구(姜益求)

기획조정실장 1급 유재섭(兪在燮)

취업지원실장
(연구조사센터장 겸임) 2급 강규성(姜圭聖)

정책지원실장 2급 김종민(金鍾旻)

연구조사센터장 겸임:취업지원실장



- 7 -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전략기획부장 3급 강혜정(姜惠貞)

경영지원부장 3급 최해용(崔海龍)

기업지원부장 3급 신상훈(辛尙勳)

교육훈련부장 3급 남희경(南希璟)

자립지원부장 3급 조준행(趙俊行)

사회참여지원부장 3급 김양진(金楊鎭)

홍보마케팅부장 3급 문대영(文大永)

정보통계부장 3급 이상철(李相喆)

사회보장
정보원
(15인)

원장 임원 임희택(林喜澤)

기획이사 상임이사 정채용(鄭埰鏞)

정보이사 상임이사 김진성(金珍成)

경영기획본부장 1급 엄재성(嚴在星)

보건의료본부장 2급 정영철(鄭永哲)

고객지원본부장 1급 박영규(朴永奎)

정보기술본부장 1급 임창빈(任昌彬)

희망복지중앙지원단장 2급 전연진(全涓鎭)

정보개발본부장 1급 최명경(崔明景)

복지정보본부장 1급 조봉오(曺奉五)

바우처관리본부장 1급 이연배(李連培)

바우처정보본부장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겸임) 1급 최재항(崔齋恒)

사회보장정보연구소장 1급 겸임:바우처정보본부장

감사실장 2급 길인영(吉引永)

기획총괄부장 2급 김유석(金裕錫)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8인)

원장
(직무대행: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민수(朴敏守)

경영전략본부장 1급 정례헌(鄭禮憲)

교수연구실장 조교수 오영아(吳永雅)

사회복지교육본부장 부이사관(파견) 임근찬(林根贊)

보건생명교육본부장 1급 조기형(趙基亨)

보건산업교육본부장 전문위원(파견) 안인환(安仁煥)

사회복무교육본부장 1급 최순택(崔洵澤)

아동복지교육본부장 2급 황운성(黃雲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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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국립암센터

(8인)
원장 임원 이은숙(李銀淑)

연구소장 관리직 박상재(朴商在)

부속병원장 관리직 정진수(鄭辰秀)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 관리직 김대용(金大容)

대학원장 교수 박종배(朴種培)

기획조정실장 관리직 백승태(白承泰)

사무국장 관리직 정재성(丁在聲)

대외협력실장 관리직 공선영(孔善暎)

대한적십자사
(16인)

회장 임원 박경서(朴庚緖)

사무총장 별정직 윤희수(尹喜洙)

기획조정실장 3급 박기홍(朴基洪)

재무관리실장 2급 이재용(李在龍)

국제남북국장 2급 우광호(禹光壕)

대외협력실장 2급 임군빈(任君彬)

구호봉사국장 2급 박선영(朴宣映)

청소년·교육국장 2급 허혜숙(許蕙淑)

병원사업단장 2급 강재원(姜在遠)

감사실장 개방형직위 안무열(安武烈)

ICT지원실장 2급 김철용(金喆鏞)

혈액관리본부장 의사 김명한(金明漢)

기획관리국장 1급 김영섭(金榮燮)

헌혈증진국장 1급 손일수(孫一洙)

혈액안전국장 의사 민혁기(閔爀基)

혈장분획센터원장 수석연구원 이주헌(李周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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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7인)

원장 임원 김창휘(金彰輝)

사무총장 임원 임종규(任鍾奎)

경영기획본부장 1급 김현찬(金鉉贊)

출제운영본부장 1급 김선호(金善號)

시험운영본부장 1급 손성호(孫晟滈)

실기시험본부장 1급 황재호(黃在鎬)

연구개발본부장 1급 이경신(李敬信)

한국장애인
개발원
(12인)

원장 임원 최경숙(崔敬淑)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겸임) 1급 김규철(金圭鐵)

사업본부장 겸임:경영본부장

정책연구실장 2급 김정희(金貞嬉)

미래전략부장
(경영지원부장 겸임) 2급 최웅선(崔雄善)

경영지원부 겸임:미래전략부장

대외협력부장 2급 박영순(朴英順)

직업재활부장 2급 윤용구(尹龍球)

유니버설디자인환경부장 2급 김인순(金仁順)

이룸센터관리부장 3급 고귀염(高귀염)

우선구매지원부장 3급 김교형(金敎亨)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
지원센터장 개방형직위(2급) 고명균(高銘均)

한국국제보건
의료재단

(6인)

이사장 임원 추무진(秋武辰)

사무총장
(직무대행:전략기획실장) 1급 김현경(金炫庚)

전략기획실장 1급 김현경(金炫庚)

개발협력본부장 1급 류호균(柳浩均)

대외협력본부장 2급 최현주(崔賢珠)

운영지원본부장 1급 최성정(崔聖政)

국립중앙의료원
(4인)

원장 임원 정기현(鄭基賢)

진료부원장 관리직 나급 이종복(李鍾復)

기획조정실장 관리직 나급 고임석(高任錫)

행정처장 계약직
(관리직 나급) 황해석(黃海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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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한국보육진흥원

(6인)
원장

(직무대행:평가사업국장) 1급 이원선(李沅宣)

경영기획국장 겸임:평가사업국장

평가사업국장
(경영기획국장 겸임)

1급 이원선(李沅宣)

보육사업지원국장
(드림스타트단장 겸임)

1급 조용남(曺容南)

드림스타트단장 겸임:보육사업지원국장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센터장 마미정(馬美貞)

한국건강증진
개발원
(7인)

원장 임원 조인성(趙仁聖)

경영기획실장 1급 김수영(金洙英)

지역보건실장 1급 홍경수(洪敬壽)

건강증진사업실장
(정책지원실장 겸임) 2급 오유미(吳有美)

정책지원실장 겸임:건강증진사업실장

국가금연지원센터장 2급상당(개방형직위) 이성규(李聖圭)

기획조정팀장 3급 김태연(金兌硏)

한국보건의료
연구원
(6인)

원장 임원 이영성(李榮成)

연구기획조정실장 연구위원 최지은(崔智恩)

보건의료근거연구본부장 선임연구위원 고민정(高旼廷)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선임연구위원 신채민(辛采玟)

경영지원실장 수석행정원 윤보영(尹普泳)

국민건강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장 선임연구위원 김석현(金碩鉉)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4인)

원장 임원 박국수(朴國洙)

사무국장 1급 김양빈(金良彬)

선임조정위원 위원 강명득(姜命得)

선임감정위원 위원 박형천(朴亨天)

의료기관평가
인증원
(6인)

원장 임원 한원곤(韓元坤)

경영기획실장
(연구개발실장 겸임) 2급 부장 이운규(李雲奎)

정책개발실장 별정직 정연이(鄭延梨)

인증사업실장 별정직 이현희(李賢姬)

연구개발실장 겸임:경영기획실장

환자안전본부장 2급 연구위원 구홍모(具弘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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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한 자)
한국식품안전
관리인증원

(3인)

원장 임원 장기윤(張基允)

기획경영이사 임원 전종민(全鐘敏)

인증사업이사 임원 박선희(朴仙姬)

식품안전정보원
(1인) 원장 임원 정윤희(鄭潤熙)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1인)
원장 임원 정희교(鄭熙敎)

한국의약품안전
관리원
(1인)

원장 임원 한순영(韓順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