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일자

1957. 02. 12

주요연혁

농사교도법 제정공시
- 영암군청 농림과 교도계 신설, 교도사업전개 4명
영암군농사교도소 청사신축 이전

1958. 03. 01

- 영암군 영암읍 역리
(본관, 전시실 - 30평)

1962. 04. 01

1962. 04. 27

농촌진흥법 제정공시
- 영암군 농촌지도소로 개칭
영암군 산업센타 신축이전
-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525(대지 1,419평, 건평 165평)
3개지소 설치

1964. 03. 01

- 영암지소 (영암, 덕진, 도포, 군서 관할)
- 신북지소 (금정, 시종, 신북 관할)
- 학산지소 (서호, 학산, 미암, 삼호 관할)
통일쌀 증산요원배치

1972. 03.

- 1R667 시범단지조성
- 40명
각읍면 지소설치

1975. 02. 01

- 11개읍면
(영암, 덕진, 금정, 신북, 시종, 도포, 군서, 서호, 학산, 미암, 삼호)
- 정원 54명
청사증축

1985. 07. 10

- 본관 2층 185평
(소장실, 예찰실, 사무실 등)
농촌지도공무원 단일호봉제

1986. 01. 01

- 대통령령 11837호
(지도관 2, 지도사 50, 생활지도사 2)

1988. 01. 20

1989. 03. 20

농기계격납고 신축
- 41평
회의실 및 식당신축
- 2층 93평
각 읍면지소 본소로 통폐합
- 지소 11개소 통폐합
- 12계 신설

1989. 04. 07

(지도기획계, 교도훈련, 기술공보, 자원개발, 청소년, 생활개선, 식량작물,
작물환경, 원예, 축산, 잠특, 농업경영)
- 정원 54
(지도관 2, 지도사 50, 생활지도사 2)
기술담당관제 폐지 과장제 신설

1990. 01. 01

- 직제 : 3과신설
(지도과, 사회개발과, 기술보급과)
- 정원 53명 : 농촌지도관 4, 농촌지도사 45, 생활지도사 4

일자

주요연혁

영암군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이전
(덕진면 장선리 676-6)
2003. 03

- 직제 : 2과
(지원관리과, 개발보급과)
- 정원 34명 : 농촌지도관 3, 농촌지도사 23, 생활지도사 4,
기능직3, 별정직1
과,담당 명칭 변경
- 지원관리과 -> 농촌지원과

2005. 01

- 개발보급과 -> 기술보급과
- 지원관리담당 -> 지원기획담당
- 조직육성담당 -> 인력육성담당
- 기술개발담당 -> 특화작목담당

2008.12.29

2010.12.13

조직개편(지도직 31명 → 28명으로 축소)
- 28명(지도관 3, 농촌지도사 21, 생활지도사 4)
직렬통합 : 생활지도직 + 농촌지도직렬 → 농촌지도직렬
- 농촌지도직 21, 생활지도직 4 → 농촌지도직 25
직제개편
- 과,명칭변경(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 기술개발팀 신설

2015.01.01

- 직제 : 2과 7팀
(농촌지원과 : 지원기획팀, 농업교육팀, 인력육성팀
연구개발과 : 기술개발팀, 식량작물팀, 경제작물팀, 미래농업팀)

2015.12.31

정원개정 : 연구사(1명) 정원 신설
(지도관 3, 지도사 24, 연구직 1, 일반직 3)
팀명 변경(당초: 미래농업팀 → 변경: 귀농지원팀)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업무 이관

2018.01.01

(당초: 농업기술센터 → 이관: 친환경농업과)
- 귀농·귀촌 지원사업 업무 이관
(당초: 친환경농업과 → 이관: 농업기술센터)

2018.05.10

2020.04.02

2020.07.02

2020.12.10

정원개정 : 지도 2, 공업 2 정원 증가
(지도관 3, 지도사 26, 연구직 1, 일반직 5)
정원개정 : 지도 1, 전문경력관 2 정원 증가
(지도관 3, 지도사 27, 연구직 1, 일반직 7)
정원개정 : 전문경력관 2 → 임기제 2(지도직 계) 정원 개정
(지도관 3, 지도사 29, 연구직 1, 일반직 5)
정원개정 : 지도1 정원 증가
(지도관 3, 지도사 30, 연구직 1, 일반직 5)

Copyrights (c) 영암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