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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농업기술센터 운영
1. 일반현황

가. 연혁
농업기술센터는 1957년 10월 3일 설치된 울산군농사교도소로 출발하였으며,

1962년 6월 1일에 울산시농촌지도소 설치로 2개 지역으로 지도업무를 수행하다가,

1995년 1월 1일 울주군이 울산시로 통합되면서 울산시농촌지도소로 통합되었다.

1997년 2월 19일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211번지에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

하였으며, 1998년 8월 26일 현재의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로 개칭되었다. 현재

소장을 비롯하여 3과 10담당 4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나. 조직 및 정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원과, 기술지도과, 도시원예과의 3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다음과 같다.

〈 정원 현황 〉                                                                          (단위：명)

구분 계 지     도     직 연구직 일     반      직
소 계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 소 계 행정직 녹지직 공업직 기능직

정원 41 30 4 26 2 9 1 2 1 5

현원 41 30 4 26 2 9 1 2 1 5

2. 농업지원
가. 농업지원 업무현황
21세기 지식기반산업시대를 선도할 농업인을 양성하고,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지도사업 인프라 구축,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 농촌지도사업 홍보, 강소농

및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교육용 농기계 임대사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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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업인 교육 및 농업기술 지원사업 추진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후계농업인 육성과 그린농업대학, 작목별 실용

기술교육,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한 영농전문 기술습득과 강소농 경영체 육성 지원을

통하여 농가 경영능력을 배양하고 농업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농업인 학습조칙체 4개 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농촌여성과 도시소비

자 생활과학기술교육을 통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이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다.

더불어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영농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개 반의 농기계 순회

수리팀을 운영하여 총 296개소의 마을을 방문하고 880여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1,833명에게 실시하여 농기계 사고발생을 예방하였다.

〈 농업인 교육 ․ 농업기술 지원사업 실적 〉
분 야 별 업    무    명 실   적

교육홍보

◦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및 품목별단기교육

◦ 울산그린농업대학 및 작목별 실용기술교육

◦ 귀농․귀촌 및 농사법 상설, 농심교육

◦ 농업기술 홍보

◦ 강소농가 육성 및 관리

◦ 도시소비자 선진농장 체험견학

◦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운영관리

◦ 총30회 2,473명

◦ 총35회 570명

◦ 총31회 1,331명

◦ 총258회

◦ 강소농299농가, 교육19회1,213명

◦ 1회 38명

◦ 교육191명, 방문 115,580명

고객지원

◦ 4-H회 조직육성

◦ 농업경영인 육성

◦ 농촌지도자회 육성

◦ 생활개선회 육성

◦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생활과학기술교육

◦ 편이장비,농산물소규모가공,과실나무분양 시범

◦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촌노인활력화시범마을 육성

◦ 68개조직 3,577명

◦ 11개분야 638명

◦ 20개회 770명

◦ 20개회 800명

◦ 총56회 940명

◦ 5개소

◦ 3개소

농기계

◦ 농기계 마을별 순회수리 교육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귀농자 및 농사법 상설반 농기계 교육

◦ 교육용 농기계 임대사업

◦ 총296회, 수리880대

◦ 총296회 1,833명

◦ 총3회 93명

◦ 총7종, 36대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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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별 주 요 업 무 추 진 실 적

작물환경

◦정부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

◦작물환경 새기술보급

◦벼 병해충방제 기술보급

◦토양환경 분석 기술지원

◦우량종자 공급 6개작물 168톤

◦작물환경새기술보급 1개소

◦쌀품질향상기술지원 543건

◦친환경농업육성기술지원 3,228건

다. 2014년 업무계획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울산그린농업대학 운영, 귀농․귀촌교육 등 영농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력 육성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소득조사 및 강소농(强小農)

경영체 육성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에 힘쓸 계획이며, 농촌지도자, 4-H회의

체계적 육성으로 후계영농인력을 지원하고,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농촌활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마을별 순회수리 교육, 농기계 교통안전 운행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을 시기별로 실시하고, 농가의 경영비 및 일손 절감을 위해 총 11억의

예산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및 60여대의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기계 임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기술지도
가. 기술지도 업무현황
지역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밀농업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검정실,

쌀품질관리실, 병해충예찰포, 조직배양실, 과수시험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식량, 원예, 축산, 과수 등 분야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나. 시험연구실 및 시범사업 추진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24개 사업, 쌀품위 분석 및 재배기술상담 543점, 토양정밀

분석 3,228점을 추진하여 농가 신소득원 개발 보급에 기여하였다.

〈 시험연구실 ․ 시범사업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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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술

◦원예, 특작분야 기술보급 사업

◦축산분야 기술보급 사업

◦원예축산분야 현장기술 지도

◦원예축산분야 품질향상 기술교육

◦원예과학영농 기술보급 6개소

◦친환경축산 기술보급 11개소

◦신기술보급 기술지원 200건

◦현장교육 및 평가회(5건 180명)

과수기술

◦과수시험연구 수행

◦농업국지기상분석

◦울산 배 지역농업특성화사업

◦과수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

◦기능성 특수과수 신소득작목 육성

◦고품질과 생산 시험 7과제 수행

◦국지기상 분석 8개소(과수 주산단지)

◦1단지(98농가, 40ha) 운영

◦6개 사업 12개소

◦무화과, 블루베리, 키위 등

다. 2014년 업무계획
정부보급종 및 우량종자 공급, 고품질 쌀 생산기술지도 및 병해충 방제기술보급,

토양환경분석 기술지원으로 식량작물 품질향상 및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할 계획

이다. 또한 지역 내 씨감자 부족분 해소를 위해 센터 내 과학영농시설을 활용하여

조직배양 씨감자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각 분야별 새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및 기술보급교육,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지도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4. 도시원예
가. 도시원예 업무현황
도시민을 위한 도시농업 기술지원과 아름답고 품격있는 울산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태화강대공원 꽃단지 조성, 사계절 초화 양묘생산 공급, 시가지 초화식재 관리 및

수목양묘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도시원예 활성화 사업 추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텃밭농장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농심함양과 미래세대 농업가치관을 확립했으며, 시가지 꽃 식재사업으로 사계절

우량초화 3백 70만본을 생산하고 있으며, 태화강대공원 꽃단지 조성 12.6ha, 시가지

교량꽃걸이 4,770m를 설치하여 도심의 유휴공간을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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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원예 활성화 사업 실적 〉
분 야 별 실     적 세 부 내 용

생활원예

◦태화강대공원 연중 꽃단지 조성

◦초등학교 원예활동 시범사업 추진

◦도심지 텃밭농장 운영

◦울산국화연구회 육성

◦봄․가을꽃단지, 덩굴터널조성 : 12.6ha

◦초등학교 2개소 : 텃밭학습원, 원예교육

◦1개소 90가구 2,079㎡

◦1개회 48명, 전시회 1회 570점

양묘생산
◦계절별 우량초화 생산관리 및 공급

◦가을국화전시회 화분국화 생산․공급

◦연간 총 3,700천본 생산 공급

◦노랑 2호 외 2종 3,000화분

초화관리

◦교량 꽃걸이 설치 및 관리

◦수목생산 및 공급관리

◦무궁화 증식 나라꽃전시회 개최

◦시가지 4개 노선 가로화분 관리

◦7개교 4,770m 설치 및 관리

◦해송 외 46종 19,145주 관리

◦무궁화 전시회 개최(8.14~8.16)

◦시가지 화분 600개식재 및 관리

다. 2014년 업무계획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텃밭운영 2개소, 옥상농원 조성사업 1개소,

초등학교 원예활동 시범사업 1개소, 관상국화 시민강좌 및 도시농부 아카데미 운영 등

도심속의 농업 및 생활원예 활동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며,

도시민에게 연중 아름다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태화강 대공원 꽃단지 조성,

계절별 우량초화 생산 공급, 시가지 가로화분, 교량 꽃걸이 설치관리 및 도시녹화용

수목 관리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