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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소개 > 보건소연혁

2019 ~ 2022
상시 선별 진료소 신축(196㎡)2022. 05. 21

대덕보건지소 증축(160㎡), 개보수(342㎡)2022.04. 14

수문보건진료소 개보수(132㎡)2022.02. 26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 센터 보건소(3층) 이전
신축
(285.84㎡)

2021.09. 16

2021.01.01 기능별 조직개편(2과 9팀)
보건정책과(5팀) : 보건행정팀,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치매관리팀, 정신보건팀
질병관리과(4팀) : 감염병관리팀, 감염병대
응팀,
진료의약팀, 위생팀
보건소 통합의료산업팀 → 미래혁신과 통합
의료팀

종합민원과 위생팀 → 보건 위생팀
치매관리팀 → 치매관리팀, 정신보건팀으로
업무 분리
감염병관리팀 → 감염병관리팀, 감염병 대응
팀으로
업무 분리

보건소 수직증축(497.47㎡)2019.12.31

2019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 개최(관람객 :
173,086명)
- 학술행사, 체험관 운영, 주제관 운영, 산업관 및
음식관 운영

2019.10.7 ~ 13

2016 ~ 2018

2018.10.01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기업지원과 통합의료산업담당
→ 보건소 통합의료산업팀
보건소 위생담당 → 종합민원과 위생팀
보건소 가족보건담당(폐지)
→ 보건소 방문보건팀(신설)

정신보건복지센터 위탁운영2017.12.15

치매안심센터 개소2017.11.01

조직개편에 따른 정신보건담당 신설2017.07.01

조직개편:보건의료담당 → 가족보건계

조직개편:예방의약담당 → 진료의약담당

조직개편:방문보건담당 + 건강증진담당
→ 진료의약담당

조직개편에 따른 감염병관리담당 신설2017.01.01

보건소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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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011
어린이급식안전센터 위탁운영2015.07.01

기구개편 : 한방보건계 → 보건의료계2014.11.13

기구개편 : 건강도시계 → 건강증진계2014.07.16

장흥군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신축2012.12.27

부산보건지소 이전신축2012.11.27

장평부평보건진료소 신축2011.12.02

조직개편에 따른 계 신설 - 건강도시계2011.01.03

2008 ~ 2007
회진노력도 보건진료소 폐쇄2008.12.29

봉림보건진료소 이전 신축2008.11.12

용산보건지소 이전 신축2008.10.16

대덕보건지소 이전 신축2008.01.30

조직개편에 따른 계 신설 - 한방보건계2008.01.

정신보건센터 개설2007.07.01

보건소 이전신축(2,291㎡)2007.06.13

2006 ~ 2002
신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2006.08.22

관산 보건지소 이전신축2005.12.28

대신 보건진료소 이전신축2005.12.23

죽청 보건진료소 이전신축2005.02.03

회진 보건지소 이전신축2005.01.09

유치 보건지소 이전신축2002.12.27

신풍 보건진료소 이전신축2002.12.

장동 보건진료소개설2002.05.14

2001 ~ 1996
대리 보건진료소 → 대천보건진료소2001.03.19

삼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2000.10.25

주간보호시설개설2000.05.17

보건소 증축(171.6㎡)2000.04.19

북부통합보건지소 개설(장동보건지소 폐쇄)1998.12.31

계 → 팀1998.09.20

보건소 한방실 신설1998.03.2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해 보건소 개
보수

1998.03.

1996.01. 조직개편에 따른 계명개칭
가족보건계 → 방문보건계
모자보건계 → 건강관리계

1995 ~ 1976
지역보건법 개정,건강증진법 제정1995.

물리치료실 개설1994.04.11

보사부령 제 639호 전문인력 배치기준 제정1992.

모자보건계 신설199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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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법 시행령공포,보건소 설치기준 제정
(시군구)

1991.

1963 이후 보건지소 설치
보건진료소 설치(1984년 이후)

모자보건센터 설치1984.

가족보건사업기능 강화(가족보건계 신설)1983.

보건소법 시행령 공포,보건소 설치기준제정
(시군구)

1976.

1975 ~ 1951
위생(환경)업무 군 본청으로 이관1975.

보건소 기구개편(보건행정계,예방계,위생계)1968.

보건소 기구(계) 설치(보건계,서무계,위생계)1965.

장흥군 보건소 설치1962.

구보건소법 전문개정1962.

보건소법 시행령 공포1958.

보건소법 시행령 제정,시군보건소 직제 완성1956.

국민 의료법 제정1951.09.

1946 ~ 1905
모법보건소(서울)1948년 10월중앙 보건소로
승격(현 중구보건소)

1946.10.

보건후생국 (미군정법령 제 64호,15국 47과)1946.03.29

도청 보건후생국(미군 정법령 제25호)1945.11.07

보건후생국(미군정법령 제18호)1945.10.27

위생국(미군정법령 제1호)1945.09.24

조선총동부 경찰국 위생과(보건위생업무)1910.

위생국(의무과,위생과)지방국위생과 승격1908.

지방국 위생과(위생국 폐지)1905.

1904 ~ 조선시대
위생청결소(서울위 청소업무)1904.

경무청(임시위생원 설치운영)1902.

경무청총무국(위생경찰업무,지방병연구)1895.

내부위생국 (의무과,위생과 분과 ⁄ 위생과:종
두,질병예방 ⁄ 의무과:의약사업부,약품및매약)

1895.

(갑오경장) - 내부위생국(보건업무 전반)1894.

조선시대 전형사(의약,제사,음서) ⁄ 전의감(일반의료행
정,
의사고시)
내의원(왕실의료전담) ⁄ 활인서(전염병환자
치료) ⁄
혜민서(일반서민구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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