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참

조

약제부서장

제

목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발표
1.

귀 원 및 임직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회에서는 전문약사제도 운영규정에 의거,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0개 분과 총
2.

년 이후 매년 전문약사
977명의 전문약사가 배출된

2010

바 있습니다.
3.

같이

10

지난

개 분과

10/17(
195

토) 실시한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실시 결과 붙임과

명이 합격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 시험에

합격하신 전문약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4.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전문약사 자격증은

대한약사회관

4

층에서 개최 예정인

2020.11.7(

토)

15:00

년도 병원약사대회’에서 전체 합격자 대표

‘2020

인에게 수여할 예정이며, 일반 합격자들은 추후 소속병원 부서장님께 전문약사 뱃

1

지와 함께 자격증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각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년도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1부. 끝.

2020

(

담당자

사) 한 국 병 원 약 사 회 장

김민하 과장

부

조용준

문서번호

병약

우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길

06725

전화번호

2020-435

02-583-0887

호

장

사무국장

손현아

수)

(2020.11.04.

팩스번호

42

갑목빌딩

02-521-5629

7

층

전자우편

홈페이지

http://www.kshp.or.kr

kshp21@korea.com

/

공개

[붙임]

2020년도 제1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
(분야별 이름 가나다순)

● 감염약료 : 18명
강한나(삼성서울병원)

김나영(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김민진(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태연(메리놀병원)

박원미(메리놀병원)

박태임(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박향민(서울아산병원)

손아름(서울대학교병원)

우지윤(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수진(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연희(서울대학교병원)

이유정(부산대학교병원)

임소영(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임유진(양산부산대학교병원)

조우리(강북삼성병원)

차연교(칠곡경북대학교병원)

최윤주(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최효진(강북삼성병원)

강민주(삼성서울병원)

강수영(양산부산대학교병원)

강희정(아주대학교병원)

권나래(가천대학교 길병원)

김명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

박선희(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박소연(가천대학교 길병원)

배수아(고려대 구로병원)

서미영(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서정미(가천대학교 길병원)

윤누리(서울대학교병원)

윤지영(서울아산병원)

이소정(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이자람(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진희(삼성서울병원)

정지영(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정춘화(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강영희(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강지민(부산대학교병원)

강지안(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민오(서울대학교병원)

고진영(삼성서울병원)

곽나영(가천대학교 길병원)

구나영(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김경희(자모여성병원)

김다혜(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민지(삼성서울병원)

김민형(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김보람(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김소희(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수아(가천대학교 길병원)

김유경(서울대학교병원)

김윤희(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지현(경북대학교병원)

김지혜(서울대학교병원)

김태희(아름제일여성병원)

김해숙(강릉아산병원)

김혜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민세정(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민영(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박세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송희(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박지현(고려대학교원 안산병원)

박혜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배미영(성균관대 삼성창원병원)

손현경(국립중앙의료원)

손희윤(삼성서울병원)

● 내분비질환약료 : 19명

진(삼성서울병원)

최형민(삼성서울병원)

● 노인약료 : 55명

신봄이(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신수진(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신주영(보훈요양병원)

오민영(서울대학교병원)

오세동(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유수진(대전을지대학교병원)

윤정이(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경화(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계주(충남대학교병원)

이선민(인하대학교병원)

이소영(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지영(국립중앙의료원)

장홍원(서울대학교병원)

정고운(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정재민(서울대학교병원)

조수현(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조안나(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조예란(서울대학교치과병원)

조예진(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조지현(가천대학교 길병원)

조현주(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최윤희(상원의료재단 창원힘찬병원)

최은정(전북대학교병원)

최호정(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경림(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나율(서울아산병원)

김은정(서울대학교병원)

박예니(서울대학교병원)

박지영(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새미(한양대학교병원)

권기정(영남대학교병원)

김명신(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영광(삼성서울병원)

김지연(충북대학교병원)

김현재(서울대학교병원)

도재령(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박미경(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박지영(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박혜원(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백지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비취(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성인하(아주대학교병원)

오민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이정미(전남대학교병원)

이지희(전북대학교병원)

최유리(고려대학교 구로병원)

황은미(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황진영(분당서울대학교병원)

권이현(삼성서울병원)

김민(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김수인(충남대학교병원)

김연진(세종충남대학교병원)

박주연(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우수빈(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윤희영(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이현정(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이현주(삼성서울병원)

차윤영(충북대학교병원)

최낙희(대전을지대학교병원)

최예림(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김미나(가천대학교 길병원)

김새미(서울대학교병원)

남현구(서울아산병원)

민경아(삼성서울병원)

양은진(강동경희대학교병원)

오승준(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윤민지(삼성서울병원)

정혜민(단국대학교병원)

최보은(서울대학교병원)

홍정연(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 소아약료 : 7명

장미화(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심혈관계질환약료 : 18명

● 영양약료 : 13명

하혜민(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의약정보 : 9명

● 장기이식약료 : 3명
김진여(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슬이(보바스기념병원)

조성은(삼성서울병원)

강민균(부산대학교병원)

강보미(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고현희(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샛별(아주대학교병원)

김서연(국립암센터)

김수진(분당서울대학교병원)

김주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김지수(국립암센터)

김현정(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김혜미(조선대학교병원)

김희원(서울대학교병원)

노은미(국립암센터)

박연하(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지혜(서울아산병원)

박진주(삼성서울병원)

방지수(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변경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서다솜(국립암센터)

우택(분당서울대학교병원)

유서현(국립암센터)

이규빈(서울대학교병원)

이규희(한양대학교병원)

이기쁨(국립암센터)

이선아(아주대학교병원)

이연미(이대서울병원)

이유진(서울대학교병원)

이지양(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이지연(서울아산병원)

이지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목영(국립암센터)

전진영(국립암센터)

정유빈(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조윤경(분당서울대학교병원)

조은지(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최영미(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최인정(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최지연(삼성서울병원)

하지혜(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한지원(포항세명기독병원)

황민경(서울대학교병원)

황윤남(삼성서울병원)

● 종양약료 : 41명

● 중환자약료 : 12명
구영숙(충북대학교병원)

김미라(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김수옥(강북삼성병원)

김형숙(분당서울대학교병원)

박선희(조선대학교병원)

백정욱(서울대학교병원)

안정선(단국대학교병원)

이서희(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이채민(아주대학교병원)

이해원(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혜진(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정은희(인하대학교병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