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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귀 원 및 임직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회에서는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년 이후 매년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년까지
개 분과 총
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바 있습니다 올해
총 개 분과에 대하여
토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붙임과 같이

개 분과

명이 합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험에 합격하신 전문약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전문약사 자격증은
에서 개최 예정인

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각 분과별 대표자에게 수여될 예정이며 일반

합격자들은 소속병원 부서장님께 자격증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수
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수여 대표는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붙임

년도 제

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부 끝

사 한 국 병 원 약 사 회 장

[붙임]

2019년도 제10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분야별 이름 가나다순)

● 감염약료 : 23명
강남숙(충북대학교병원)

구영숙(충북대학교병원)

권기정(영남대학교병원)

권태협(경북대학교병원)

김민형(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김영미(영남대학교병원)

김지나(삼성서울병원)

김진경(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류지현(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

박은주(영남대학교병원)

박정규(영남대학교병원)

박혜순(충남대학교병원)

손미희(대구파티마병원)

안정선(단국대학교병원)

우수빈(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이서희(고려대 안산병원)

이현중(을지대학교병원)

임나리(삼성서울병원)

전하진(아주대학교병원)

정주원(서울아산병원)

정현아(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천주향(영남대학교병원)

최호정(고려대학교 구로병원)

● 내분비질환약료 : 11명
김민지(삼성서울병원)

김수희(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진솔(순천향대 부천병원)

김태연(메리놀병원)

김현선(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손가람(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희선(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오세동(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이에스더(고려대 구로병원)

이원경(삼성서울병원)

하유진(고려대 안산병원)

● 노인약료 : 28명
강효정(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권나래(가천대 길병원)

김다솜(국립중앙의료원)

김윤정(서울아산병원)

김지혜(동국대 일산병원)

나대복(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박소연(가천대 길병원)

박진아(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방지수(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백지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정미(가천대 길병원)

손아름(서울대학교병원)

우수빈(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우수진(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윤지영(삼성서울병원)

이정미(전남대학교병원)

임유진(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선회(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애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희정(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조여향(전남대학교병원)

최다은(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유옥(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최은주(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추효경(삼성서울병원)

한주희(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허정선(성광의료재단 차여성의원)

김정선(서울대학교병원)

도현정(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송아현(고려대 구로병원)

이용성(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한미선(아주대학교병원)

황소연(고려대 구로병원)

황은미(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소아약료 : 6명

● 심혈관계질환약료 : 15명
강민주(삼성서울병원)

권수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민선(서울아산병원)

김민지(삼성서울병원)

김유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은영(삼성서울병원)

김희연(서울대학교병원)

박상원(삼성서울병원)

박향민(서울아산병원)

오세찬(부산대학교병원)

윤은형(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이강민(고신대 복음병원)

이정연(삼성서울병원)

이지연(서울아산병원)

황예원(서울아산병원)

권유미(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김윤희(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은진(서울대학교병원)

김지영(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김해인(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형진(고려대 안암병원)

김혜민(전남대학교병원)

백가현(울산대학교병원)

백진희(서울대학교병원)

서자림(서울아산병원)

신상미(분당서울대학교병원)

우정화(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이규원(이대목동병원)

이나경(동아대학교병원)

이민호(경북대학교병원)

이유미(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이정훈(경북대학교병원)

임아름(칠곡경북대학교병원)

전은슬(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현주(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최나이(서울대학교병원)

김가휘(서울대학교병원)

김경숙(충북대학교병원)

김승혜(삼성서울병원)

박슬아(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예원(충남대학교병원)

송금숙(순천향대 부천병원)

윤지영(서울아산병원)

이승현(서울대학교병원)

정지영(인하대학교병원)

김명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소현(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이미란(충남대학교병원)

이재빈(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전아영(서울대학교병원)

정원경(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강민정(서울대학교병원)

금희영(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수영(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윤경(서울아산병원)

김은경(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김효림(분당서울대학교병원)

문정빈(양산부산대학교병원)

박미경(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박민경(국립암센터)

박소미(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안혜림(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오예은(서울대학교병원)

왕윤(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미란(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이소라(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유미(서울대학교병원)

이혜인(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장미화(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정지혜(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조민경(울산대학교병원)

최민정(영남대학교병원)

강상령(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김경아(서울대학교병원)

김유경(서울대학교병원)

김지영(충남대학교병원)

김지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남재현(한양대학교병원)

방인정(고려대 안산병원)

신진영(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전진아(인천사랑병원)

● 영양약료 : 22명

하은영(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의약정보 : 9명

● 장기이식약료 : 7명

조재현(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 종양약료 : 22명

최순옥(충남대학교병원)

● 중환자약료 : 10명

조희권(서울대학교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