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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업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기회 061-450-5310 농업기술센터 업무총괄

농정과

과장 서명호 061-450-4010 농정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농정기획팀

팀장 최광재 061-450-4011 농정기획업무전반 농업기술센터 지출원 및 물품현금출납원 관리 등

주무관 경진아 061-450-4012 ㅇ소내 예산,회계,계약 업무 ㅇ농림사업 총괄

주무관 김현우 061-450-4075 농지사후관리,농지이용실태조사

주무관 김연주 061-450-4013 일반서무, 후계농업경영인, 청년후계농, 농어민소식지

주무관 박지현 061-450-4014

여성농어업인센터 지원, 농촌관광 휴양자원 개발(민박 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농업인 월급

제, 농가도우미 지원, 농어민 공익수당,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촌공동아이돌...

주무관 김대호 061-450-4015

농업법인 경영체 육성관리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

자 운영 및 관리 학사농업인에 관한 사항 농어촌진흥기금 후계농업경영인(산업기능요원)에 관

한 사항

농산물유통팀

팀장 김형선 061-450-4016
농산물유통팀 업무 전반, 농산물 판매 MOU체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시군 유통회사 

관련업무, 원예산업발전계획 추진

주무관 신남진 061-450-4018
- 로컬푸드 업무 - 소형저온저장고 업무 - 농특산물 직거래 업무 - 푸드플랜 업무 - 농특산물 홍

보 판촉 업무

주무관 양새롬 061-450-4017
농산물 풀필먼트 산지유통센터 구축, 무안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 추진, 남도장터 

입점 업무 추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 업무 추진 등

주무관 김초연 061-450-4019
○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설치지원 ○ 원예산업발전계획 업무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등

농식품산업팀

팀장 최원 061-450-4021 농식품산업 업무 전반

센터소개 조직 및 업무조직 및 업무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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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장호성 061-450-4023 양곡업무전반

주무관 양승표 061-450-4022 신활력플러스사업

주무관 김태현 061-450-4024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 농산물 가공분야, 농식품산업 분야 사업 추진

먹거리전략팀

팀장 김수용 061-450-4330 먹거리(food)전략 수립,로컬푸드,학교급식 총괄

주무관 이보람 061-450-4475 ○ 무안형 먹거리 계획, 먹거리 기획생산 기반 조성, 로컬푸드 관련 업무

주무관 박다빈 061-450-4020

1.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업무 2.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업무 3. 학교급식 안전성 

분석사업 4. 무상급식 지원 업무 5. 초등돌봄교실 지원사업 6.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사업 7. G

AP 인증신...

농촌지원과

과장 김향금 061-450-4040 농촌지원과 업무총괄

지도기획팀

팀장 황이대 061-450-4041 지도기획 업무 총괄

주무관 손다영 061-450-4043 첨단농업복합단지조성

주무관 이훈 061-450-4044 농업인교육, 품목별연구회 육성

주무관 이상일 061-450-4045 일반서무

주무관 이신우 061-450-4008 4-H회 육성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기계팀

팀장 채희 061-450-4046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

주무관 조중기 061-450-4047 ㅇ농기계임대사업(본소)운영 ㅇ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

주무관 고인석 061-450-4048
ㅇ농기계임대사업(본소)운영 ㅇ농업기계팀 예산업무 ㅇ농기계구입 및 관리 ㅇ임대료 세외수

입 관리

생활자원팀

팀장 장진오 061-450-4056 생활자원 업무 총괄

주무관 정정아 061-450-4058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생활개선회 육성,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

주무관 김상원 061-450-4057 농촌치유농장 육성, 강소농 육성,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

농산물가공팀

팀장 김명희 061-450-4051 농산물가공팀 업무 총괄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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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김명희 061-450-4051 농산물가공팀 업무 총괄

주무관 김진솔 061-450-4052 농산물 가공 업무 전반

주무관 유선하 061-450-4053 - 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 - 전통 식문화 계승활동 지원 - 농특산물 이용 요리경연대회

귀농귀촌팀

팀장 최경화 061-450-4050 귀농귀촌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지윤 061-450-4054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주무관 심래섭 061-450-4055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

무안읍상담소

소장 서미선 061-450-4556 무안읍농업인상담소장

일로읍상담소

소장 이지행 061-450-4558 농가 현장 영농기술 지원, 농촌지도자회 등 학습단체 육성 관리, 농업인상담소 유지관리

친환경농업과

과장 장오종 061-450-4060 친환경농업과 업무 전반에 관한사항

식량정책팀

팀장 이효정 061-450-4061 식량정책업무 전반

주무관 김현중 061-450-4063 공익직불제, 밭작물 공동체 육성지원, 벼 육묘용 상토지원, 들녁경영체육성, 논 타작물재배

주무관 최연진 061-450-4062

과,계 서무, 예산에 관한 사항,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이동

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식량정책분야 보험 지원, 여청 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지...

주무관 모지연 061-450-4065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다목적 소형농기계 전반 지원 농축산물 덤프 운반 장비 지원 개량물꼬

지원 사업 농업재해 안전관리, 피해복구 식량작물 분야 농기계 사후관리 과 차량 사용관리운영

쌀 전업농...

양파마늘팀

팀장 김미양 061-450-4066 양파마늘팀 업무 전반

주무관 고강희 061-450-4067 양파마늘 담당업무

주무관 정원준 061-450-4068
양파,마늘 농정 및 노지채소 재해업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관리 과수 관련 농정업무 및 재해업무, 원예특작 생산 유통시설 구축분야

주무관 마장훈 061-450-4069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등

유기농팀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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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팀

팀장 이태주 061-450-4071 0 유기농업무 전반 0 유기질비료 지원 0 친환경산업 기반구축 0 토양개량제 지원

주무관 이종식 061-450-4072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친환경단지조성,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 포트육묘 이양

기 공급, 유기농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친환경 직접지불제, 친환경 정보지, 유기무농약 지속지

불제

주무관 전현아 0614504073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 ○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 ○ 유

기농업자재 지원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 친환경농

산물 인증비 ...

작물환경팀

팀장 박시린 061-450-4070 작물환경팀 업무전반 병해충예찰및방제 병해충발생예찰포및관찰포 운영 식량작물 기술지도

주무관 고수만 061-450-4079 ㅇ식량작물 기술지도 ㅇ수도작 분야 농촌지도사업추진

주무관 권유라 061-450-4074

○ 밭작물 기술보급 계획 수립 및 평가 ○ 밭작물 생산비 절감 등 신기술 시범사업 ○ 밭작물 

재배기술 지도 및 보급 ○ 밭작물 생육상황 조사 분석 ○ 고품질 잡곡 생산 기술보급 ○ 농작물 

재해대책 기술...

원예특작팀

팀장 서규진 061-450-4185 원예특작 업무전반

주무관 김태형 061-450-4215 ㅇ양파, 과수, 화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주무관 박수진 061-450-4225 마늘, 노지채소, 시설원예, 특용작물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지도, 마늘 기계화 추진 등

과학영농팀

팀장 김미승 061-450-4076 과학영농팀 업무 전반

주무관 이정록 061-450-4078 종합검정실 운영,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 및 시비 처방,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기반조성

주무관 이지형 061-450-4077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관리, 고구마 조직배양 무병 묘 공급시설 관리, 아열대작물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과학영농 실증시험 연구, 정밀농업용 드론활용 등

축산과

과장 허재경 061-450-4030 축산과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축산정책팀

팀장 이광재 061-450-4026 축산정책팀 업무 전반

주무관 임환수 061-450-4027 과 예산 및 조사료 지원 업무

주무관 박애연 061-450-4028 축산 재해업무, 녹색축산육성기금, 학교우유급식 등

주무관 김세린 061-450-4006
일반서무, 기타축종 육성, 노후축사슬레이트철거지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FTA 피해보

전제 지원 및 사후관리

(http://www.mu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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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원팀

팀장 박하얀 061-450-4039 축산자원팀 업무 전반

주무관 조숙희 061-450-4029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지원, 가축분뇨 퇴액비화지원 추진

주무관 오종득 061-450-4038 축산업 등록(허가) 및 사후관리, 양봉ㆍ곤충 등록 및 관리, 가금류산업 육성지원 등

가축방역팀

팀장 남성준 061-450-4031 가축방역업무 총괄

주무관 조란희 061-450-4032
1.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약품 지원 2. 공수의사 위,해촉 및 운영 3.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관

리 4. 소 브루셀라, 결핵병관련업무 5. 살처분 농가 보상

주무관 김수진 061-450-4035
ASF, 구제역, 예방약품 및 백신지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사후관리, 동물병원 및 약국 

등록 관리, 축산시설차량관리,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주무관 박경연 0614504033 가축방역업무 등

동물복지팀

팀장 백성태 061-450-4493 동물복지 업무

주무관 임은영 061-450-4494 동물보호소 운영 및 관리 반려동물 관련 사업 육성 동물보호 관련 기타업무

주무관 김나리 061-450-4495 친환경인증, 동물복지 지원사업 반려동물 영업장 허가?등록 반려동물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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