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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비고

1947. 12 농사개량원 설치, 도에 지방교도국, 군에 농사교도소 설치

1949. 1 중앙농업기술원 설치, 도에 농업기술원, 군은 농사교도소 존속

1956. 3 도에 농업교도과, 시군에 농업교도계 설치

1957. 1 농사교도법 국회통과

1957. 2 농사교도법 공포 (법률 제435호)

1957. 6 농사원 (도 농사원, 시군 농사 교도소) 발족

1961. 10 도농사원은 도지사,시군 농사교도소는 시장 군수 산하로 각각 편입(법률 제742호)

1962. 3 농촌진흥법 공포 (법률 제1,039호)

1962. 4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원, 시군 농촌지도소 발족

1963. 10
시군농촌지도소 지구 지소 설치 (3-4개 읍면당 1개소)

- 금천,영산포, 공산, 문평, 남평, 봉황지소 (6개소)

1965. 3 일선 농촌 지도활동 지침 제정 (농림부 훈령 제 130호)

1966. 12 임업직 농촌지도공무원 산림청으로 이관 (대통령 제 2,586호)

1968. 4 군지도소 직제중 주산지계 증설 4개계로 편제 (각령 2,109호)

1968. 10 주재 정착 지도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쇄신책 시행 정착지도사 규정 제정 (농촌진흥청 훈령 제 62호)

1972. 1 통일쌀 증산 요원 특채 (본군 34명)

1975. 1
각 면에 시군 농촌지도소 지소 설치 (1면 1개소)

- 세지, 왕곡, 반남, 동강, 노안, 산포, 다도, 나주읍지소8개소

1976. 11 농촌지도자회를 새마을 영농기술자회로 개편

1976. 12 나주군 농촌지도소 신축 청사 착공 (691�)

1977. 군농촌지도소에 기술담당관제 신설

1977. 4 농촌지도인력전문특기화 규정 제정 (농촌진흥청 훈령 제 228호)

1984. 식당 및 숙소 신축 (337�)

1986 강당 증축 (40�)

1988. 1 나주시 농촌지도소 발족

1989. 3 새마을 영농기술자회를 농촌지도자회로 개칭

1989. 4
면단위지소를 군농촌지도소로 통합 (나주군조례 제 387호)

군 농촌지도소 직제 변경 12개 계 증설 (나주군규칙 제 601호)

1990. 1 군 농촌지도소 직제 변경 3과 12계로 개정 (나주군 제 630호)

1995. 1 시군통합

1997. 1 농촌지도직 지방직화

1998. 9
나주시농촌지도소를 →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로 개칭 및 3과 9계를 2과 9담당으로 개편

정원개정 → 구조조정(1차)에 따라 45명에서 40명으로 조정

1999. 10 시농업기술센터 직제개정 → 2과 9담당을 2과 6담당으로 개편

2000. 10 시농업기술센터 직제개정 → 경영정보 담당을 폐지하고 배기술담당 신설 40명→8명

2001. 1
시농업기술센터 직제개정 → 각읍면 농업인 상담소 설치

나주시 규칙 제266호(2001.1.2), 나주시조례제40호(나주시조례25조의2)

2002. 1. 2
나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정개정 지도직38명(지도사33명,생활지도사5명)

→ 지도직38명(지도사34명,생활지도사4명으로 규정개정됨

 > 센터소개 연혁연혁

(http://www.naju.go.kr)

https://www.naju.go.kr/atec/intro
https://www.naju.go.kr/atec/intro/history


→ 지도직38명(지도사34명,생활지도사4명으로 규정개정됨

2002. 10. 24

농업기술센터조직개편

농업기술센터 2과6담당(농업개발.기술보급과)에서 4과 15팀으로 개편

(농정.원예축산.농업지원.기술보급과) → 농업행정조직과 통합

2004. 1. 3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편

농업기술센터4과(농정.원예축산.농업지원.기술보급과) 15개팀

→ 4과(농업정책.시장개척.식량작물.배원예과) 15개팀으로 조직개편

※ 축산진흥사업소 신설, 축산기술팀 편제

2005.10.25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

식량작물과 → 친환경작물과

2007.7.1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

농업정책과 → 자치농정과

시장개척과 → 농산물유통과

친환경작물과 → 친환경지도과

배원예과 → 배원예과

축산진흥사업소 → 축산과 5개과 22담당(T/F팀포함) 으로 조직개편

※ 2 T/F 팀 : FTA 대책, 신활력사업 T/F

2008.9.10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 

농산물유통과 배박물관담당 폐지, 축산과 가축방역담당 신설 5과 21담당

(T/F팀 포함)으로 조직개편

※ 1 T/F 팀 : 신활력사업 T/F

2011.2.14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

자치농정과 →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 식품유통과

친환경지도과 → 농촌진흥과

배원예과 → 기술지원과 (일부) 식품유통과(나주배, 원예특작)

축산과 → 축산과 5개과 20팀으로 조직개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농식품산업과 → 식품유통과

기술지원과 → 배기술지원과

5개과 23팀으로 조직개편

2015.1.20
2개과(농촌진흥과, 배기술지원과) 제 2청사 이전

왕곡면 덕산길 17(배테마파크 건물)

2018. 10. 5.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식품유통과 →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배기술지원과 → 기술지원과

6개과 25개팀으로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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