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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구영란 농업기술센터 업무총괄 061)860-6500 yooree4@korea.kr

농업기술담당관

이진 농촌지원 및 기술보급 업무관리 061)860-6530 kongsae23@korea.kr

지도기획팀

강정환 팀장
지도기획팀 업무 총괄, 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기획, 평가,
직원 복무관리

061)860-6501 haru9105@korea.kr

박설희 주무관 문서관리, 복무관리, 농업기술공보 061)860-6502 aaa63@korea.kr

농업기술센터 > 조직 및 업무조직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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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설희 주무관 문서관리, 복무관리, 농업기술공보 061)860-6502 aaa63@korea.kr

장수혁 주무관 예산편성 요구 및 운영, 회계업무 061)860-6503 jsh9098@korea.kr

최상준 주무관 청사신축업무 061)860-6505 eyes1980@korea.kr

장기순 청사관리

생활자원팀

박진영 팀장
청태전의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 추진, 청태전 명품
화 육성, 장흥차연구회 육성

061)860-6511 jyp815@korea.kr

정경희 주무관
치유농업 육성, 농촌교육장 관리, 농업경영 및 강소농 육
성

061)860-6512 jgh1213@korea.kr

홍영신 주무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 사업, 생활자원분야 시범사업

인력육성팀

김정숙 팀장 인력육성 업무 전반, 학습단체 육성 061)860-6521 pimangnim@korea.kr

정민해 주무관 농업인대학, 농업인 전문교육, 생활개선회 육성 061)860-6522 mim48@korea.kr

김은희 주무관 4-H회 육성, 귀농/귀촌 교육지원 061)860-6523 eunhee1528@korea.kr

농업기계팀

이계련 팀장
농업기계 운영 총괄, 농업기계화 촉진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061)860-6561 ire@korea.kr

주용재 주무관
임대 농업기계 구입 및 관리, 농업기계 관련 교육 추진,
농업기계 현지 마을 순회 기술 교육

061)860-6562 joosalang7@korea.kr

김성용 주무관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 061)860-6560(본점) rlatjddyd66@korea.kr

박종문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지원 농업기계 순회교육 운영 061)860-6568 holosegi@korea.kr

위아빈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061)880-6576 uyth1233@korea.kr

김영진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061)860-6569 ttewr443@korea.kr

김종혁 남부임대사업소 운영지원 061)860-6579 soccer1650@korea.kr

농업인상담소

장흥 / 안양

1.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

2. 농업인교육 및 지도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김선우

2. 농업인교육 및 지도

3. 보급종 공급지원

4. 농약안전사용 기술지도

5.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 육성

6.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

장흥 : 863-5114 
안양 : 862-6004

관산 / 용산

김형래

1.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

2. 농업인교육 및 지도

3. 보급종 공급지원

4. 농약안전사용 기술지도

5.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 육성

6.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

관산 : 867-2048 
용산 : 862-5032

대덕 ⁄ 회진

김선미

1.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

2. 농업인교육 및 지도

3. 보급종 공급지원

4. 농약안전사용 기술지도

5.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 육성

6.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

대덕 : 867-1103 
회진 : 867-6283

장동 ⁄ 장평

김보미

1.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

2. 농업인교육 및 지도

3. 보급종 공급지원

4. 농약안전사용 기술지도

5.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 육성

6.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

장동 : 862-0010 
장평 : 862-3014

유치 / 부산

김호중

1. 내방농업인 및 전화상담

2. 농업인교육 및 지도

3. 보급종 공급지원

4. 농약안전사용 기술지도

5.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 육성

유치 : 863-2884
부산 : 863-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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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업인 학습단체의 조직 육성

6.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협조

작물연구팀

김민수 팀장
작물연구팀 업무 총괄, 식량작물 전반 기술보급, 기술영
농종합상황실 운영, 농작물 재해대책 추진 및 기술보급,
작물연구팀 시범사업 추진

061)860-6531 kimsu1214@korea.kr

황홍주 주무관
벼농사 신기술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고품질 쌀 생산 기
술 지도, 벼농사 전반 상담 및 농가지도, 친환경 농업 육
성 및 기술보급, 쌀 품질관리실 운영 지원

061)860-6532 ahahhj0124@korea.kr

김성태 주무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벼 병해충 관찰포 운
영, 농약안전사용 관리지도(PLS 제도 지원), GAP 육성지
원 및 기술보급

061)860-6533 kst333@korea.kr

김주미 주무관
농작물 정부 보급종 신청 및 보급,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
영 지원,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지원

061)860-6534 jumi0406@korea.kr

신종한
예찰답 운영, 토양검정 채취 및 검사, 농업기상 농촌진흥
시범사업, 병해충 진단실 운영, 우량종자보급 보조

061)860-6535 test@korea.kr

이채미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 자연농자재 교육장 운
영 및 연구회 운영

061)860-6573 coal4688@korea.kr

원예연구팀

최성봉 팀장
원예연구팀 업무 총괄, 과수 신기술 보급 및 지도, 아열
대작목 연구 및 재배기술 지도

061)860-6541 sbc2285@korea.kr

이장환 주무관
시월원예 신기술 보급 및 지도,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지
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061)860-6542 mitochondria@korea.kr

신민아 주무관
노지채소·특작 신기술 보급 및 지도, 지역유망작목 특화
소득작목 육성 교육, 원예 과학영농 실험실 운영관리

061)860-6543 sma5719@korea.kr

김유빈 주무관
버섯·화훼·약용작물 신기술 보급 및 지도, 장흥버섯종균
분양센터 운영관리,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관리

061)860-6544 binnuu@korea.kr

기술개발팀

김현곤 팀장
기술개발팀 업무총괄, 유휴지 활용 녹색공간 조성, 경관
조성작물 선발 실증재배, 품목별농업인연구회(국화) 관
리

061)860-6551 hyun9960@korea.kr

민병은 주무관
과학영농 새기술 실증시범포 실증시험 관리, 수목 양묘생
산 기반구축, 수열에너지 실증 단지조성

061)860-6552 mnks0835@korea.kr

서태근 주무관
사계절 꽃거리조성, 장흥군공영육묘장 운영관리, 국화 재
배 관리

061)860-6553 singrun@korea.kr

주한
국화재배 계획 수립 및 생산 관리, 사계절 꽃향기 가득한
거리 조성

061)860-6554 wngks0078@korea.kr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거리 조성

김세정 초화류 생산관리 및 계절별 꽃묘 생산 061)860-6554  

COPYRIGHT ⓒ  JANGHEUNG-GUN.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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