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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   장     조성은 061-339-7301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

농업정책과

과   장     김성기 061-339-7310 농업정책과 업무 총괄

단   장     이재창

농업정책

팀   장     김양기 061-339-7311 농업정책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정화 061-339-7313 센터 및 과 서무

주무관     고서유 061-339-7314 국 회계, 예산

주무관     이은정 061-339-7315 농정기획

주무관     김남영 061-339-7312

실무원     신지은 061-339-7303 농업기술센터소장 부속실 업무

농업경영

팀   장     한광범 061-339-7321 농업경영팀 업무 전반

주무관     최정훈 061-339-7322 농지대장, 농업법인, 농업진흥지역 관리 등

주무관     고우영 061-339-7323
주민소득금고 지원사업 및 채권관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농업경영컨설팅, 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사업

농촌개발

팀   장     박광열 061-339-7351 농촌개발팀 업무전반

주무관     공수정 061-339-7354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지역역량강화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 나주시 농어촌 민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주무관     양정은 061-339-7353 기초생활거점조성(세지, 봉황)

주무관     윤서현 061-339-7355

농촌활력

팀   장     윤대성 061-339-7811 농촌활력팀 업무총괄

주무관     주선진 061-339-7812 신활력플러스, 농촌체험휴양마을, 귀농귀촌 보조

주무관     이지은 061-339-7815 농촌체험휴양마을, 귀농인 영농 기반조성 지원사업,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주무관     임채윤 061-339-7813 귀농귀촌 정착 및 유치 지원

주무관     이명신 061-339-7814 귀농귀촌지원센터운영,귀농귀촌상담, 귀농귀촌사업관련업무

농촌인력지원

팀   장     노주형 061-339-7356 농촌인력지원팀 업무 총괄

주무관     명혜림 061-339-7357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촌거주자 지원 등

주무관     김태훈

식품산업개발T/F

 >  > 나주소개 시청안내 조직도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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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개발T/F

팀   장     김진규 061-339-7841 식품산업개발T/F팀 업무 전반

배원예유통과

과   장     최춘옥 061-339-7360 배원예유통과 업무 전반

유통행정

팀   장     박상철 061-339-7361

유통행정팀 업무 총괄,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나주배원예농협,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APC) 지도 감독,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전처리시설추진 종합 계획 수립, 농

산물 거점산지유통센터(APC) 지원사업 추진

주무관     강병국 061-339-7364
농산물저온저장고시설지원,농산물공선출하조직육성,농약허용기준강화(PLS)업무추진,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주무관     신유민 061-339-736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호남권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시설지원 및 관리, 농산물 거점산

지유통센터(APC) 시설지원 및 관리 업무 등

주무관     문이슬 061-339-7363 과 서무, 예산, 회계, 전라남도 농식품유통평가 관리

주무관     오상덕 061-339-2590 배박물관 업무 총괄, 배박물관 운영 계획 수립

주무관     장재은 061-339-2591
배박물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추진, 배박물관 배신제 봉행사업 추진, 나주배원예농협 100

주년 홍보 지원 사업, 배박물관 학예연구 업무 추진 등

주무관     민남규 061-339-2590 배박물관 전시실 안내 및 홍보, 배박물관 청사 방호 및 관리, 청사 내외 환경정비

배과수

팀   장     백승준 061-339-7371
글로벌 명품배 육성 종합 계획 수립, 과수분야 경쟁력 강화 시책 발굴, 나주배 유통 마케팅 경쟁

력 강화 시책 발굴 등

주무관     최진주 061-339-7373
과수 통합브랜드 육성 및 통합마케팅 육성, 나주배 브랜드 수출포장재 지원, 나주배 소포장재

유통활성화 지원, 가공용(저품위과) 나주배 매취사업, 원예(과수)생산기반 활력화 지원 등

주무관     김선화 061-339-7372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FTA), 국내육성품종 묘목 생산 지원사업, 과수 재해대책 추진, 과수 조

류피해방지 포획트랩 지원사업, 과수 주민소득금고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생산) 등

주무관     박   진 061-339-7374
일반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배 과원 정비 사업, FTA 피해보전 제도(피해보전 직불금, 폐

업지원 등) 업무 등

원예특작

팀   장     김형배 061-339-7381
원예·특용작물 업무 총괄, 화훼생산 수출단지 사후관리, 원예·특작 농업재해대책 총괄, 채소 수

급안정 대책 및 가격안정제 지원사업 등

주무관     강향주 061-339-7383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ICT융복합확산(스마트팜 시설보급) 사업

,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등

주무관     유웅선 061-339-7382
원예·특작 농업재해대책, 농산물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 및 육성·관리,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

산기반 구축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주무관     최의진 061-339-7384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 저탄소 농업활성화(바이오-차) 지원사업, 노동절감형 생분

해성 멀칭재 지원사업,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사업 등

친환경농업

팀   장     오나경 061-339-7341 쌀 생산 수급안정 계획 수립, 친환경농업 육성 및 보급, 친환경농업 자체사업 발굴 등

주무관     신경희 061-339-7342

직불제업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분질미, 국산밀 포함),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유기농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유해 야생동물 포

획시설 지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등

주무관     송민하 061-339-7343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 지원 등

주무관     박예준 061-339-7344

친환경농산물 전시·홍보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친환경농자재(유기농업자재)지

원,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

원(친환경 포트 육묘 포함), 개량물꼬 및 영농안전장비 지원, 농축산물 덤프운반장비 지원, 농약

판매업 등록 및 사후관리

농식품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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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장     박병우 061-339-7331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계획 수립, 정부양곡 수급계획 수립,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추진, 나

주몰 활성화계획 수립

주무관     김미순 061-339-7332
공공비축미곡수매,정부양곡보관창고 및 가공공장 계약,톤백기반구축 지원,나주쌀 판매택배비 

지원

주무관     장미혜 061-339-7333
농특산물 홍보 및 판촉(수도권 등),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나주

시 쇼핑몰 관리, 홍보(시식)용 샘플 쌀 지원

실무원     이정현 061-339-7334 정부양곡 부산물 및 포장재 관리 등

먹거리계획과

과   장     박은희 061-339-7400 먹거리계획과 업무 전반

먹거리정책

팀   장     이현남 061-339-7401 먹거리정책팀 업무전반

주무관     양순주 061-339-7403 푸드플랜, 나주농업진흥재단 관리 등

주무관     강명화 339-7402 과 서무, 회계, 예산, 보안, 기록물 관리

먹거리지원

팀   장     이성애 061-339-7411 먹거리지원팀 업무 전반

주무관     정보라 061-339-7414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학교급

식 식재료 생산기반 조성

주무관     김정자 061-339-7412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 확대·이전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나주로컬푸드 

인증제 관리, 운영

주무관     이진우 061-339-7415

학교급식 로컬푸드 시범공급, Non-GMO 학교급식 공급체계 구축, 서울시 산지지자체 공공급

식 지원사업, 공공급식 식재료 지원 및 공급,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공급식센터 지원 및 관리

주무관     소미나 061-339-7413 로컬푸드 홍보 및 활성화,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 기획생산체계구축

농식품가공

팀   장     강정이 061-339-7391 농식품가공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광원 061-339-7392
식품업체 운영 실태조사 및 6차산업 인증관리, 농식품기업 제조가공 지원사업,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 소규모 식품가공업체 맞춤형 지원사업

주무관     이정현 061-339-7393
농식품업체 운영 실태조사 및 6차산업 인증관리, 유기가공식품 인증비 지원사업, 식품가공산업 

및 농촌융복합산업분야 보조사업

나주음식문화

팀   장     이   진 061-339-7416 나주음식문화팀 업무 전반

지도사     김이민 061-339-7417
나주밥상 브랜드화 나주먹거리 지원 구축, 전통 식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 지원, 향토

음식 자원 발굴, 향토음식체험문화간 운영

주무관     전수진 061-339-7418
나주밥상 향토음식 전수교육 운영, 시민공감형 프로그램 전수교육 운영, 나주밥상 대표맛집 보

조지원사업,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및 식자재 지원 사업

주무관     최정희 061-333-1610 향토음식체험문화관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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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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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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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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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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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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과

과   장     나수진 061-339-7460 기술지원과 업무총괄

과수기술

팀   장     최정범 061-339-7461 과수기술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애진 061-339-7464

주무관     김경천 061-339-7464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관리, 공공근로, 과수기술업무보조, 차량관리

지도사     손채영 061-339-7462 과수기술지도, 과수분야 국도비 및 자체사업,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관리

지도사     오은석 061-339-7465 배 과수 시범사업 업무 과수 현장 민원 해결 업무 과수 병해충 예찰 업무

지도사     고지수 061-339-7463 과 서무, 예산, 회계, 물품관리, 보안

소득작물

팀   장     함은준 061-339-7471 소득작물팀 업무 전반

지도사     조민근 061-339-7473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설채소

지도사     박예린 061-339-7472 노지 소득작물 재배기술 보급, 노지 소득작물 국도비.자체 시범사업 추진

식량작물

팀   장     이재안 061-339-7481 식량작물팀 업무 전반

지도사     이초하 061-339-7482
식량작물 국도비 시범사업 추진, 수도작 재배기술 지도 및 병해충 방제지도, 병해충 예찰포 및 

종합진단실 운영

지도사     최서희 061-339-7483 밭작물, 쌀품질관리실

실무원     이현하 061-339-7484 병해충 진단실 관리, 쌀품질 분석실 관리, 보급종 관리

과학영농

팀   장     이병주 061-339-7491 과학영농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경철 061-339-7493 토양검정 연구

주무관     곽대운 061-339-7499 토양검정실 운영

주무관     안하영 061-339-7497 토양검정실 운영관리, 액비분석 및 시비처방서 발부 등(http://www.naju.go.kr)



주무관     안하영 061-339-7497 토양검정실 운영관리, 액비분석 및 시비처방서 발부 등

주무관     여혜정 061-339-7478 잔류농약 분석(전처리) 보조,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운영 행정업무

주무관     백진솔 061-339-7477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잔류농약 분석 및 정도관리, 나주로컬푸드 인증 추진, 로컬푸드 출하농가 

잔류농약 안전성 관리, 농산물 안전성분석실 전처리 장비 관리

지도사     나한별 061-339-7476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및 성적서 발급

실무원     김미숙 061-339-7496 토양검정업무

실무원     이수형 061-339-7494 유용미생물 현장배달 서비스,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실무원     고영호 061-339-7495 미생물배양실 운영 관리

축산과

과   장     형남열 061-339-7600 축산과 업무전반

축산행정

팀   장     현영숙 061-339-7601 축산행정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지연 061-339-7603

주무관     김용철 061-339-7602

내수면 인허가, 어선 등록, 수산물 안전성 검사, 수산물 원산지 단속, 불법어업 지도 단속, 양식

시설 현대화사업,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지원사업, 내수면 외래어종 퇴치사업, 내수면양식 자

동화시설 지원사업, 김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주무관     추소망 061-339-7607 축사시설 현대화, 녹색축산육성사업, 폭염 사업, 축산 ICT 융복합사업, 축산재해 등

주무관     정재윤 061-339-7605

축산방역

팀   장     정희봉 061-339-7611 축산방역팀 업무 전반

주무관     김진호 061-339-7615 구제역, ASF방역

주무관     서유리 061-339-7612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관리, 소독약 및 방역물품 구입, 축종별 예방백신 구입 공급, 한우송

아지 폐사예방지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돼지 소모

성 질환 지도사업 등

주무관     이선미 061-339-7614

블루셀라 및 결핵병 감염축 살처분,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가금농가 안개분무 소독시설 지원 사

업,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환경 지원사업,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고압세척 소독기

공급 지원사업, 사슴 소모성 질병 방역,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및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동

물 병원, 약국, 동물용의료기기판매, 의약품 도매상 신고 관련 업무

주무관     김수영 061-339-7616

AI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전담관 운영관리,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가축사육제한(휴

업보상)지원, 야생조류 AI 방역 대책 추진, AI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AI 감염축 살처분 실시 및

보상, 소독자원(살수차, 드론, 소독차) 운영 관리, AI 예방 야생조류 퇴치기 지원, 가금농가 방역

시설 지원, 공중방역수의사 인건비 지급

실무원     김휘민 061-339-7613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양성축 살처

분, 도축대상 기립불능소 확인서 발급,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이동제한 명령

실무원     임   한 061-339-7617
가금 이동승인서 발급, 육용오리 입식 전 검사, 노계 출하 검사, 가금 입식 사전신고제, 가금 백

신 관리

축산기술

팀   장     정석곤 061-339-7621 축산기술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선영 061-339-7622
조사료 확충사업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조사료 농림사업 추

진. 사료구매자금 등

주무관     안주희 061-339-7623

곤충산업 육성 계획 수립, 곤충생산업·유통업·가공업 신고, 곤충 사육시설 현대화 지원, 곤충농

가 사료첨가제 지원, 꿀벌산업(양봉·한봉) 육성사업, 양봉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말벌퇴치장비 

지원, 꿀벌산업 실태 및 월동기 피해 현장 점검 지원,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출하장려금 

지원,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친환경 해충퇴치 장비 지원,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 정

부관리 양곡부산물 사료관리, 단미사료 제조업 등록·변경 및 점검, 배합·보조·단미 사료성분등

록

축산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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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장     서숙희 061-339-7631 축산위생팀 업무 전반

차   장     오정훈 061-339-7632

주무관     신영규 061-339-7633 축산물 영업 허가, 신고 및 축산물 위생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등

동물복지

팀   장     박진아 061-339-7691 동물복지팀 업무 전반

주무관     박기선 061-339-7692
축통계조사, 무허가축사 적법화, 축산업·종축업·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허가 및 사후관리, 축산

업(등록, 변경)실태조사 등

실무원     이종국 061-339-7693 동물보호 업무 보조

COPYRIGHT � NAJU-SI.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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