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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과



농업진흥과

과   장     진종옥 061-339-7420 농업진흥과 업무 전반

농촌지도

팀   장     홍정현 061-339-7421 지도행정팀 업무총괄, 농촌지도사업 총괄 기획조정

팀   장     나윤정 061-331-2004, 337-

3013
남평,다도 상담소운영, 보급종 공급, 기술지도 및 영농상담

팀   장     조아미 061-335-3008(공산),

061-335-2070(동강)
공산,동강 상담소 운영, 보급종 공급, 기술지도 및 영농상담

팀   장     이성수 061-335-8673(노안),

061-333-5959(중앙)
노안, 중앙 상담소 운영, 보급종 공급, 기술지도 및 영농상담

팀   장     이창식 061-335-6647(왕곡),

061-336-1090(반남)
왕곡, 반남 상담소 운영, 보급종 공급, 기술지도 및 영농상담

팀   장     이필호 현장기술지원 및 학습단체 육성지원 등

기간제근로자     최진

호 금천(061-331-7644),

산포(061-337-1069)

금천, 산포 상담소 운영, 보급종 공급, 기술지도 및 영농상담

기간제근로자     이범

용 061-335-4016(다시),

061-336-5008(문평)

다시, 문평 상담소 운영, 보급종 공급, 기술지도 및 영농상담

지도사     임현규 061-339-7423

과 회계, 예산, 별도급여(기간제, 공무직 인건비), 농촌진흥사업 예산 농촌지도사업 계획 및 평

가, 공유재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농업인전문교육, 의무교육(GAP, 친환경인증, 공익직

불제), 지역특화품목신기술실용화 현장컨설팅 교육

지도사     배선희 061-339-7422
강소농 육성사업, 어깨동무 컨설팅 농가 경영개선지원, 지역특화 작목 어깨동무 컨설팅 확산 지

원 등

실무원     김선희 061-339-7424 물품관리, 차량관리, 우편물 접수 및 통지 관리

실무원     이은지

농업인재육성

팀   장     이영일 061-339-7431 농업인재육성팀 업무 전반

지도사     김광민 061-339-7432

청년창업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 후계농(우수후계농포함)육성 및 지원, 후계농 산업기능요원 관

리, 학습단체육성 및 사회단체보조금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나주시4-H본부), 4-H

육성(연합회, 학교)

지도사     김소연 061-339-7433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여성농업인 정책개발 협의회 운영,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지원, 청년농업인 컨설팅 및 

교육,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사업, 학사농업인 육성 지원, 농촌자원 품목별연구회 육성

도시농업

팀   장     심선아 061-339-7451 도시농업 업무 총괄

지도사     김미영 061-339-7452 도시농업팀 서무, 신규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 빛가람 공원텃밭 운영 관리 등

실무원     김미옥 061-339-7453
우리쌀 활용교육 및 전문교육, 농산물 가공기술교육 및 가공실 운영관리, 도시농업활성화 업무 

보조

농기계

팀   장     임춘우 061-339-7441 농기계팀 업무 전반

지도사     하   연 061-339-7444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농기계 국도비사업(여성친화형 전기운반차, 노후농기계 조기폐차 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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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39-7444
원)

지도사     전유빈 061-339-7445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 관리 등), 농기계 임대료 정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상경비 지

출, 임대농기계 보험가입, 임대사업소 직원 복무관리,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 농기

계임대사업소 홈페이지 관리 및 임대사업 홍보, 농기계 국도비 지원사업(여성친화형 다목적 전

기 운반차 지원, 노후농기계 폐차 지원사업),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차장 관리

주무관     임경준 061-339-7442

농기계 부품수급 및 수리지원, 임대사업소 산업안전 보건교육, 마을단위 작업단 육성, 임대농기

계 택배사업, 농기계 안전교육 및 현장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국비 지원사업(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기계 시비 지원사업 추진(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 교육지원

주무관     김대중 061-339-2601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 및 분점 운영전반 - 7개소,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안전 및 현장교육, 

임대농기계 수리 및 부품구입

주무관     박석규 061-339-2601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농기계 수리, 농기계 현장교육, 세차장 관리

주무관     이주원 061-339-2602 임대농기계 수리, 세차장 관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관리, 차량관리 등

주무관     염예송 061-339-2605 세차장관리,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 오염방지시설 관리, 임대농기계 수리 등(북동권역/남평)

주무관     이동규 061-339-2606 임대농기계 수리 등(남부권역/공산)

주무관     안덕홍 061-339-2607 노안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 및 수리

실무원     임태준 061-339-2601
농기계 순회수리, 농기계 부품구입(서류처리 포함) 관리,농기계 안전교육 및 현장 순회수리, 임

대농기계 수리

실무원     한형석 061-339-2601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농기계 수리, 농기계 현장교육, 세차장 관리

실무원     임효진 061-339-2601 임대 농기계 예약전화 응대, 임대결재 등 서류 정리

실무원     박경주 061-339-2602
북부권역(금천)분점 업무전반(선임자), 임대농기계 수리, 농기계 부품 수불부정리, 부품관리,부

품구입(서류처리포함), 농기계 현장교육, 임대 농기계 현황관리(유지 및 청소)

실무원     박윤규 061-339-2603
동부권역(봉황)분점 업무전반(선임자), 임대농기계 수리, 농기계 부품 수불부정리, 부품관리,부

품구입(서류처리포함), 농기계 현장교육, 임대 농기계 현황관리(유지 및 청소)

실무원     황장서 061-339-2604 농기계 임대 및 수리(서부권역/문평)

실무원     나영미 061-339-2604 서부권역(문평)임대사업소

실무원     홍재영 061-339-2605 농기계 임대 및 수리(북동권역/남평)

실무원     박화정 061-339-2605 임대 농기계 예약전화 응대, 임대결재 등 서류 정리(북동권역/남평)

실무원     이상준 061-339-2606 농기계 임대 및 수리(남부권역/공산)

실무원     박판재 061-339-2607 농기계 임대 및 수리(북서권역/노안)

실무원     강은희 061-339-2607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청접수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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