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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축산농장 HACCP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사)한국농식품미래연구원 이상래수의사/식품기술사입니다. 
주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축산농장 HACCP사업 및 친환경인증(무항생제), 동물복지축산농장 등 정부사업과 정부사업이외에 개인적으로 컨설팅의 요구가 들
어오면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사업 컨설팅을 사업을 하다보면.
각 지방자치제 축산과 담당주무관과 소통하게 되는데 모든 공무원께서 요즘 코로나 19 감염증 때문에 불철주야 전력투구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이 있어 저희들도 항상 여러분의 덕분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특히 모두 열심히 하시고 계셨지만 특히, 영양군 농업축산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수진주무관께서 지금까지 제가 본 공무원중 가장 으뜸 
공무원이기에 칭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수진 주무관께서 다음과 같이 칭찬하고 싶습니다.

1. 공무원으로써 품위유지 물론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 일은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금년도에 정부사업으로 영양군 축산농장 HACCP최초 인증농가 1개소를 배정받아 컨설팅사업에 대해 꼼꼼하게 깐깐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최초부터 완
료보고까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셔서 컨설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면 전화 친절도에서 항상 상냥하고 겸손하고 친절하였습니다. 거의 출장으로 많이 바쁘시지만 항상 전화하면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
해주고 항상 웃음으로 전화를 받은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3. 사업완료 보고시에도 철저하게 꼼꼼하게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모든 정부사업이 그렇듯 많은 서류를 챙겨야 함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챙겨주시고 또한 항상 
친절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4.현재 담당하는 축산농가 HACCP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0대 사업중 83번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수진 주무관께서는 정부사업은 농가들에게 홍보하고, 이해, 설득하여 가능한한 농가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내 등 공무원으로써 자기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5.이수진 주무관께서 법과원칙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성실함과 책임감,그리고 자신감과 사명감이 있어서 일 것이고 그 기반에는 역시 
송병철팀장과 유병찬과장님의 지도편달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또한 칭찬의 말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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