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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

공지사항

담당명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분장사무
농촌지도사업 기획
농촌지도사업 평가
농촌지도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운영
농진회 육성
농촌지도공무원 복무관리
농업인상담소 운영관리
농촌지도행정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지도기획
직원교육훈련
농업박람회
센터 및 과 일반서무
회계예산
농림수산사업(예산)
재산물품관리
농업기술홍보
농업기술전문도서 보급(농업기술지 등)
농촌지도자회 육성
우수농업경영인육성지도
한국농업경영인회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및 육성 지도
영농 4-H회 육성
학교 4-H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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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학교 4-H회 육성
4-H회원 과제 교육 지도
한국 4-H 본부 강진지회 육성
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육성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
생활개선회 육성
생활개선회 역량 강화 교육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 대회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
인력육성

농촌교육농장 육성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기술 지원
농촌자원사업 육성
한국여성농업인회 육성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농촌노년생활지도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전통식문화 및 식생활지도
강진음식연구회 육성
농작업 안전관리 및 작업환경개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보급
한국농수산대학
농산업창업가공센터 운영
농산업가공협동조합 지원
농식품 가공 기술 및 상품화 기술보급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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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연구단체 육성 지원
강소농 육성 교육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지원
강소농 자율모임체 육성 지원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
농산물(표본) 소득조사 분석
정보화 교육장 운영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
농업인 정보화 지도
농업기술정보 D/B화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교육정보
농기계순회수리
농기계 교육
임대 농업기계 관리 유지 및 농기계 현장애로 해결지원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추진
여름철 현장영농기술 교육 추진
기초영농기술교육 추진
농산물 우수관리(GAP) 교육
녹색문화대학 운영
농업인대학 운영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 지원
품목별 단기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세계모란공원 유리온실(모란원) 운영
귀농인 농업 창업 지원 사업 추진
귀농인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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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귀농인 상담
예비 귀농인 교육
귀농인 역량 강화 교육
귀농정착 및 공가수리 지원
귀농인 빈집 및 농지 정보 제공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귀농 종합 지원 계획 수립
귀농지원

이주 희망자 및 이주자에 대한 D/B구축 및 관리
도시민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
도시민유치 한옥체험관 운영
귀농인의 집 관리 및 운영
강진군귀농인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도시민 유치 홍보
도시민유치지원센터 운영
체류형 귀농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귀농 심의 위원회 운영
귀촌 업무 전반
식량작물 기술지도 및 작물환경 업무 전반
농작물 재해대책
벼농사 시범사업 관리
밭작물 시범사업 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벼농사 일반
병해충 예찰 지도
병해충 기본예찰포 운영
작물보호 벼 병해충 관찰포 운영
기상관측 및 벼 생육상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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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검정실 운영
지역별 대표필지 중심 토양검정 연구
토양검정 및 시비개선 지도
작물연구

친환경 농업 일반
친환경실증시험포 운영관리
농약안전사용 지도
농약안전성분석실 운영
밭작물 일반
작물환경분야 신기술 개발 및 연구
채종포산 및 보급종 공급 지원
식량작물종자 자율교환
친환경기능성식량작물유통지원
벼 직파 및 소식재배기술지원
식량작물 생산비절감 기술 지원
벼 병해충방제비 지원
지역특화 월동작물 쌀귀리 사업 지원
귀리 재배 기술 지원
채소분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과수분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화훼분야 시범사업 및 기술지도
인삼 특작·버섯분야 기술지도
신규 작물 도입 연구 검증
원예특작분야 민원인 애로사항 해결
농업 새기술 연구개발사업
수경재배농가 수질분석 및 양액처방
딸기 교육 및 화아분화 검경
마늘 우량종구 생산 연구 및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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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행사 및 축제 꽃묘 생산
읍면 가로화단 꽃묘 생산 보급
원예연구
가로화단 및 행사장조성용 꽃묘생산
모란 작약 품종 비교포 관리
사계절 모란 개화 연구
유리온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
유망 원예작물 재배기술 실증
주요 도로변 화분 꽃식재 및 관리
아열대 작물 도입 및 육성
시설원예농가 환경 관리 지도
수출 농산물 안전생산 관리지도
스마트팜 연구 및 지도
원예특작분야 연구회 및 작목반 관리
가을 축제용 국화 생산 및 보급
축산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지도
축산 사료비 절감사업 추진
국립축산과학원, 전남농업기술원 농가 실증사업 추진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사양관리 기술지도
축산물 브랜드 개발 및 유통 지원
중소가축 사양관리 기술지도
양봉, 한봉, 곤충사육 소득화 기술지도
조사료 생산 및 재배 기술지도
하계·동계 사료작물 우량종자 공급
축산연구
조사료 품질분석 및 등급제사업 추진
조사료 재배 실증시험포 운영
가축방역 기술지도 및 질병예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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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별 유용미생물 활용 실증시험포 운영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축산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축산분야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교육 및 개별농가 컨설팅

농업인상담소

농업인상담, 현지지도, 학습단체육성, 종자자율교환 등

강진읍 농업인상담소

〃

군동면 농업인상담소

〃

칠량면 농업인상담소

〃

대구면 농업인상담소

〃

마량면 농업인상담소

〃

도암면 농업인상담소

〃

신전면 농업인상담소

〃

성전면 농업인상담소

〃

작천면 농업인상담소

〃

병영면 농업인상담소

〃

옴천면 농업인상담소

C O P YR IG HT ⓒ G ANG JIN-G UN. ALL R IG HT
R ES ER 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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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