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845명 2,151,859

1월~12월 국외 장기교육생 체재비 등  미국 등 7명 134,939

1.5.~1.9. 크루즈 운항 실무협의를 위한 중국 현지 방문  중국 2명 3,302

1.14.~1.16. 한일국교수교 50주년 연계 관광세일즈  일본 3명 4,455

1.14.~1.23. 시도의장협의회 의장 국외연수
 이탈리아

스위스
1명 3,923

1.15.~1.17. 중국 동북 강원관광 판촉 추진  중국 2명 1,361

1.18.~1.31.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촉진 및 증식을 위한

교배작업
캄보디아 1명 2,559

1.20.~1.23. 일본 대규모 개발사업 기업 투자유치 상담  일본 2명 2,863

1.26.~1.29. 중국 현지기업 투자유치 추진  중국 3명 3,622

1.26.~1.31. 산림관리분야 정책 연수  일본 14명 18,415

1.28.~2.6. 지역발전사업 담당자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명 3,903

1.29.~1.30.
폐기물자원화 관련 공동협력 사업 논의 등

업무협의
 중국 2명 1,942

1.30.~2.4. GTI 관광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가  중국 3명 5,784

1.30.~2.3. 국제청소년(U17) 축구대회 교류추진  중국 3명 3,712

2.4.~2.8. 국제학술대회 참가  베트남 1명 1,645

2.20.~2.24. 미 동남부도민회 행사지원  미국 1명 2,831

2.24.~3.4.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연수
 덴마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2명 7,501

2.25.~2.27. 제11회 국제수소연료전지 박람회 참관  일본 2명 2,628

2.25.~3.6. 재정운영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해외연수  미국 1명 3,860

2.25.~2.27. 일본 국제수소연료전지 투자유치 설명회  일본 1명 1,313

[별첨 3] 2015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합      계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15.2.26.

~'16.2.25.
'15 강원도 연수공무원 지린성 파견  중국 1명 745

2.26.~3.7.
통합유역관리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

개발을 위한 선진지 연수
 미국 2명 9,194

2.27.~3.5.

2015 세계주니어 컬링선수권대회 및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참관 및

WCF 자문가 면담

 에스토니아

핀란드
4명 15,500

3.1.~3.7. 2015 시도지사협의회 호주연수 참가  호주 1명 2,655

3.2.~3.6. 중국 강소성 강원도립예술단 공연지원  중국 1명 189

3.3~3.4. 알펜시아 투자의향 그룹 방문  홍콩 3명 2,244

3.8.~3.10. 2015 강원도돗토리현 교류사업 협의단 파견  일본 2명 1,694

3.16.~3.18.
러시아 자리비노항 통관절차 개선 및

활용확대 한-러 전문가 대토론회 참석
 러시아 1명 197

3.16.~3.29.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촉진 및 증식을 위한

수확, 종자 송부
캄보디아 1명 2,358

3.17.~3.20. 중국 기업 투자유치IR  중국 5명 5,275

3.18.~3.24.
신품종 감자의 품질특성 및 수확 후 관리

연구현황 조사
미국 1명 2,100

3.22.~3.29.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 조사  미국, 캐나다 1명 4,500

3.23.~3.29.
캐나다 던디 해외개발사례 현지방문 및

투자 협의
 캐나다 4명 14,582

3.24.~3.27. 크루즈 운항 협약 체결  중국
5명

(도지사)
7,235

3.24.~3.27. 중국지역본부 사무실 위치 확정  중국 1명 1,765

3.25.~3.29. 2015년 선진노사문화 해외연수  라오스 1명 1,021

3.25.~4.2.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연수  미국 2명 7,827

3.26.~3.29. 강원농식품 중국시장 개척 및 유통조사  중국 2명 2,747

3.28.~4.4. 장애인복지서비스 국외연수  덴마크, 독일 1명 1,750

3.29.~4.1.
2015 EATOF 상임위원회 및 인도네시아

관광세일즈 참가
 인도네시아 3명 5,127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3.30.~4.1.
GTI 지역간 경제교류협력 및 북방경제 전략

구상을 위한 지린성 방문 촬영
 중국 6명 7,888

3.30.~4.1. 도와 지린성간 폐기물자원화 협력방안 논의  중국 2명 2,378

3.30.~4.2.
안후이성과의 우호교류협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 방문
 중국 4명 4,749

3.31.~4.2.
비철금속ㆍ첨단소재부품 산업 관련 기업

투자유치
 중국 3명 3,132

3.31.~4.9. 2015년 의료급여 관계자 국외연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2명 8,000

4월~12월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교육  유럽 등 18명 44,374

4.1.~4.5.
제12회 강원관광서비스경진대회 입상자

해외연수 인솔
 중국 1명 1,048

'15.4.3.

~'16.3.31.
2015 강원도 연수공무원 일본 돗토리현 파견  일본 1명 420

4.4.~4.9.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해외연수 인솔  미국 1명 4,107

4.6.~4.12. 2015 중국 랴오닝성 체육교류 참가  중국 2명 1,398

4.8.~4.11.
러시아(연해주) 기업대상 투자유치설명회

준비 사전답사
 러시아 6명 3,057

4.13.~4.17. 중화권 투자유치 설명회  중국 3명 5,571

4.13.~4.23.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방재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멕시코 2명 9,775

4.13.~4.24. 미국미주리대 특별정책 훈련연수  미국 1명 2,273

4.14.~4.15. GTI박람회 조직위원장 위촉 관련 일본 출장  일본 4명 3,742

4.14.~4.24. 동유럽 의료기기 무역사절단 파견 참가
 헝가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1명 4,593

4.16.~4.19.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연계 강원관광

통신사절단 참가
 일본

8명

(도지사)
9,814

4.19.~4.25.
2015 세계지적정상회의 참석 및 지적공간

정보분야 협력강화
 터키 1명 2,733

4.21.~4.24. 일본 현지기업 방문 투자유치 추진  일본 3명 3,049

4.22.~4.24.
춘천지역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해외

투자자 방문
 중국 3명 3,970

4.22.~4.30.
선진우수지역 체험을 통한 물환경정책

벤치마킹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명 3,865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4.23.~5.4.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해외연수 인솔  멕시코,캐나다 1명 5,484

4.25.~5.3. 제11기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국외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2명 10,150

4.26.~4.28.
글로벌리더 일본어과정 어학연수기관 선정

현지 방문
 일본 1명 960

4.27.~5.1. UCLG ASPAC 집행위 참가  필리핀 1명 1,037

4.28.~4.29.
양양~중국 주요도시간 항공사업 협의차

중국 민항총국 방문
 중국 2명 1,748

4.29.~5.4. 인도네시아 특별 로드쇼 연계 세일즈 추진  인도네시아
8명

(도지사)
10,855

5월~12월 국내 장단기 교육  유럽 등 17명 227,218

5.3.~5.10.
2015 아이스하키 월드챔피언십 대회참관 및

토리노 올림픽 경기장 벤치마킹
 이탈리아,체코 5명 26,120

5.3.~5.9.
유럽 지자체의 선진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정책 벤치마킹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2명 6,941

5.4.~5.10.
춘천 국제관광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해외벤치마킹
 미국 2명 7,653

5.5.~5.8. 국내복귀PM 해외현장 실태조사 및 투자유치  중국 1명 1,429

5.6.~5.8. 지린성 폐기물자원화 사업참여 방안 논의  중국 2명 1,492

5.6.~5.9.
제3회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지역협력위원회

준비회의 참가
 러시아 2명 1,954

5.6~5.9. 제2차 GTI NEW LCC 준비회의 참석  중국 4명 4,069

5.9.~5.16. 지역안전프로그램 선진사례 조사 국외연수  미국 1명 3,533

5.10.~5.16.
채종단계별 종자생산 및 수확 후 관리개선

연구 해외연수
 일본 1명 1,553

5.11.~5.16. 산지관리 해외정책 연수  인도네시아 1명 600

5.11.~5.17.
러시아 연해주 적응 옥수수 품종 실증시험

파종
러시아 1명 1,742

5.13.~6.10. KOPIA국제협력 파견 파라과이 1명 6,449

5.17.~5.21. 말레이시아-중국-호주 세일즈 추진
 말레이시아, 중

국, 호주
3명 6,866

5.18.~5.23. 농어촌지도자 어업반 해외연수 인솔  중국 1명 1,189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5.18.~5.23. 태국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국외 출장  태국 1명 1,520

5.18.~5.23.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몽골 3명 4,137

5.19.~5.23.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해설명회

참석
 중국 2명 3,371

5.19.~5.25.
러시아(연해주) 기업대상 투자유치설명회 및

EFEZ 홍보부스 운영
 러시아 6명 10,322

5.21.~5.29. 선진국 지역진흥 우수사례 벤치마킹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1명 3,025

5.22.~5.24. 폐기물자원화 업무추진  중국
3명

(도지사)
3,322

5.22.~5.25.
제6회 돗토리전통예능축제 도립예술단 공연

지원
 일본 1명 114

5.24.~5.29.
2015년도 강원도의료원 임직원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싱가포르,태국 2명 5,446

5.25.~5.28.
WIFE 도쿄라운드테이블 참가 및 일본지역

본부 현지조사
 일본 2명 2,859

5.25.~5.29.
2015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 홍보 및 바이어

초청
 중국 1명 1,629

5.27.~6.5. 공유재산 관리제도 현장포럼 참석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1명 4,520

5.28.~6.5. 방재 및 하천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체코, 헝가리,

폴란드
4명 13,500

5.28.~6.5. 2015년도 상반기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노르웨이,덴마크,

스웨덴,핀란드
1명 4,114

5.30.~6.5. 제18회 ISHS국제 심포지엄 참석 및 학술발표 스웨덴 1명 2,906

6.1.~6.4.
사회적경제 제품 중국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업무협의
 중국 2명 2,245

6.2.~6.8. 미방화협회 기준 로프구조 기술습득  일본 2명 4,779

6.3.~6.12. 2015년 국제교류 관계 시도공무원 유럽연수
 독일, 프랑스

스페인
1명 2,681

6.4.~6.9. 일본산채관련연구현황 및 실태조사 일본 2명 3,193

6.5.~6.6. 폐기물자원화 업무추진 등  중국 1명 751

6.5.~6.8. 중국 중소기업 제품 실태 파악  중국 1명 1,083

6.5.~6.12. 2015년 친환경에너지타운 정책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2명 7,243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6.6.~6.15. 2015 세계산불총회 홍보 및 선진사례 연수  독일 4명 11,610

6.7.~6.14. 소방안전박람회 및 첨단장비시찰 국외연수  프랑스, 독일 2명 7,120

6.8.~6.11.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라오스 1명 1,198

6.8.~6.11. GTI 지역간 경제협력강화 포럼 및 현지 방문  러시아, 중국 2명 3,191

6.8.~6.12. 2015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라오스 2명 1,135

6.8.~6.13. 2015년도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중국 3명 4,698

6.8.~6.15.
농업선진국 팀제훈련

(6차산업 및 친환경도시농업)
미국 2명 6,748

6.10.~6.19. 2015년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체코
2명 5,608

6.13.~6.19. 다목적 특수구조차 최종검수  독일, 오스트리아 4명 11,841

6.13.~6.20. 바이오 2015 국제전신회 참가  미국 1명 2,726

6.14.~6.21. 2015 목재산업 해외 선진기술 연수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1명 2,352

6.15.~6.19.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전관리에 관한 해외

사례 정책연수
 일본 1명 831

6.16.~6.25.
광역건축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관련 해외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영국, 벨기에,

네델란드, 독일
2명 10,000

6.17.~6.24. 시도 법제 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2명 7,740

6.18.~6.26. 15년 통계작성기관 통계실무자 해외연수
 스위스

 룩셈부르크
1명 4,262

6.18.~6.27.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2명 9,690

6.19.~6.27.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연수
 스위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1명 4,665

6.22.~6.27. 안전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견학  캐나다 3명 7,744

6.23.~6.28. 사하공화국 제3회 국제컨퍼런스 참가  중국, 러시아 1명 2,168

6.23.~6.29.
국제공인인증업무 협의 및 제설제빙시스템

현지확인 및 업무협의
 스위스, 이탈리아 5명 14,290

6.23.~6.30. 해외 레고랜드 공식방문
 영국, 프랑스

덴마크
3명 9,762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6.25.~6.28. 북경국제여유박람회 홍보마케팅 참석  중국 1명 1,392

6.28.~7.3. 종자보증 및 포장검사 기술연수  영국 1명 3,693

6.28.~7.5. 교류40주년 강원도 대표단 알버타 방문  캐나다 8명 37,766

6.29.~7.2. 국제학술대회 참가  일본 1명 1,278

6.29.~7.4.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중국 1명 1,186

7.1.~7.3.
강원농식품 대중국시장 수출선점을 위한

유통조사
 중국 1명 1,107

7.1.~7.5.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교육지원,

현지기술지원
몽골 3명 4,052

7.1.~7.6. 제6회 한일러 청소년 체육교류 참가  러시아 2명 1,747

7.2.~7.5. DBS항로 활성화(물류유치) 실무협의회 참석  일본 4명 2,380

7.6.~7.13.
선진 유역관리체계 구축·운영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한강수계기금 운용 발전방향 모색
 미국, 캐나다 2명 10,000

7.8.~7.17. 제29차 해외수산기반조사단 참가  미국 1명 4,775

7.10.~7.18.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국제인증 업무협의

및 건설운영사례 현지확인
 캐나다,미국 5명 26,993

7.13.~7.16. 중국본부 개소식 현지조사  중국 4명 5,200

7.14.~7.16. 중국(천진) 해외 홍보마케팅 추진  중국 1명 932

7.20.~7.22. 제7회 동북아여성지도자 국제교류 참가  몽골 3명 2,963

7.21.~7.25. 강원도-돗토리현 장애인복지사업 국제교류  일본 2명 3,065

7.22.~7.26. 싱가포르 박람회 참가연계 세일즈  싱가포르 1명 1,785

7.26.~7.28. 중국 투자협약 체결  중국
8명

(도지사)
9,121

7.27.~7.30.
유엔해비타트 CPI 도시번영이니셔티브 세계

도시 지도자 컨퍼런스 참석
 오스트리아 2명 2,959

8.2.~8.5. 제23회 세계잼버리 참관  일본 1명 1,238

8.3.~8.13. 2016 리우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참가  브라질 5명 42,107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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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9. 2015 중국 안후이성 체육교류 참가  중국 1명 756

8.5.~8.10. GTI NEA LCC 회의참가  몽골 7명 15,541

8.7.~8.11. 사회적경제 제품 중국시장 판로개척  중국 2명 2,590

8.8.~8.17.
2015년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및 도민회 교류사업 등 업무협의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1명 4,105

8.9.~8.16. 국제식품가공학회 학술발표 및 정보수집 영국 2명 6,000

8.9.~8.16. 국제 학술발표 및 유전자원 수집 영국 2명 7,057

8.9.~8.17. 감자 품종 육성기술 정보 및 유통실태 조사 캐나다 1명 2,900

8.10.~8.13.
2015년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

현지운영 점검
 필리핀 1명 196

8.10.~8.14.

2017 WIFE 포럼 개최 관련 사무국 방문,

강원도 할랄산업 육성 관련  HDC 및

싱가포르 MUIS 업무협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명 3,820

8.10.~8.14. 강원도 글로벌원정대 러시아 알타이주 방문  러시아 3명 5,625

8.11.~8.18. 미주지역 강원수산가공식품 특판전 참가  미국 2명 8,397

8.17.~8.21. 2015 한중 청년지도자 포럼  중국 1명 151

8.17.~8.22.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
 캐나다 5명 15,065

8.18.~8.21. 동북아 환경체험프로그램 참가  일본 2명 1,108

8.18.~8.25.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관리 및 현지 기술지도 몽골 4명 5,786

8.21.~8.25. 세계자동차경주대회 유치관련 방문  독일
4명

(도지사)
19,600

8.22.~8.29.
현지훈련 및 ODA 개발사업 협의를 위한

필리핀 방문
 필리핀 2명 5,029

8.24.~8.27.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 사전현지확인  중국 2명 2,537

8.25.~8.26. 2015 한중 문화관광교류전 참가  중국 3명 1,136

8.25.~9.4. 제12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  북미동부 외3 4명 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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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28.
2018동계올림픽 홍보 및 중국시장개척 추진

현장답사
 중국 4명 4,010

8.26.~8.31. 친환경 농자재 연구현황 자료수집 중국 2명 3,856

8.27.~9.2.
강원농식품 중국수출확대업무 협약 및

상설매장 개설추진
 중국 2명 4,456

8.30.~8.31. 제1회 한중일 지방정부협력회의 참가  중국
4명

(도지사)
5,117

8.30.~8.31.
강원농식품 중국수출확대 양해각서 체결

및 상설매장 개설추진
 중국 1명 1,161

8.30.~9.2. 지린성 및 연변조선족자치주 우호교류 방문  중국 2명 2,734

8.30.~9.6. 소방분야 직무전문화 연수  미국, 캐나다 11명 28,176

8.31.~9.5. 오미자 재배현황 및 선진 재배기술 습득 중국 1명 1,596

8.31.~9.5. 제5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참가  중국 2명 3,826

8.31.~9.5. 관광시설 투자유치 홍보  중국 1명 1,059

8.31.~9.9.
UCLG ASPAC 회의 및 동남아 타깃 MIC

로드쇼 참가
 인도네시아 1명 2,965

8.31.~9.3. 중국 현지기업 투자유치  중국 3명 3,538

9.1.~9.2. 한일문화관광 우호교류단 행사참가 홍보  일본 2명 392

9.1.~9.5. 2015 중국 보합소재 엑스포 참가  중국 1명 1,043

9.2.~9.5.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참가  일본 3명 2,860

9.5.~9.9. 세계체스연맹 총회 참석  아랍에미리트 2명 340

9.5~9.11
슬라이딩센터 건설공사관련 외산자재 공장

검수 및 경기장 시설 벤치마킹
 독일, 오스트리아 5명 17,673

9.10.~9.12. 사회적경제 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  베트남 1명 1,228

9.10.~9.17. 2018동계올림픽 홍보 및 중국시장개척  중국 1명 2,266

9.11.~9.17. 미래농업대학과정 해외 선진지 연수지원 뉴질랜드 2명 5,200

9.12.~9.18.
북방 적응 옥수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중국

현지 시험 추진
중국 2명 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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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9.16. 레고랜드 해외 우수사례 벤치마킹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명 3,306

9.13.~9.19. 2015년 정도관리 국외연수  일본 2명 3,740

9.13.~9.19. 중국 지린성 체육교류  중국 2명 1,426

9.13.~9.20. 국공립 산림연구기관 우수연구자 해외연수  독일, 스위스 1명 1,400

9.13.~9.20. 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독일,오스트리아,

이탈리아
6명 25,354

9.14.~9.17. 중국본부개소식 미디어 홍보지원  중국 4명 4,200

9.14.~9.17.
자매결연 체결 및 중국시장 개척에 따른

안후이성 및 베이징시 방문
 중국

6명

(도지사)
10,901

9.14.~9.17. 베이징 강원관광 특별세일즈 추진  중국 3명 3,829

9.14.~9.17. 일본의 지자체 사무소 운영사례 비교 견학  일본 2명 1,803

9.14.~9.17. 2018동계올림픽 홍보 및 중국시장개척  중국 4명 4,260

9.14.~9.17. 환경에너지 상품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중국 2명 2,135

9.14.~9.17. 베이징 사무소 개소식 계기 올림픽 홍보  중국 2명 3,246

9.14.~9.17. 중국본부 개소에 따른 EFEZ 홍보부스 운영  중국 3명 3,379

9.14.~9.18. 2018동계올림픽 홍보 및 중국시장개척  중국 5명 6,499

9.16.~9.21.
제4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망 심포지엄

참석 및 지질관광 운영 실태 파악
 일본 2명 3,755

9.17.~9.25. 2015년 농산어촌개발사업담당자 해외연수  스페인, 프랑스 1명 5,413

9.18.~9.25. 산악관광 모델 발굴을 위한 국외 연수
 스위스

오스트리아
6명 23,505

9.22.~9.29. 2017 PAN ASIA HASH 대회 강원도 유치활동  인도, 말레이시아 3명 8,242

9.25.~9.27. 강원도 큐슈지역 관광교류 확대 추진  일본 1명 951

9.29.~10.2. 한러 국제교류협회 러시아 연해주의회 방문  러시아 3명 3,909

9.29.~10.6. 해외 선진 올림픽 개최도시 벤치마킹  스페인, 영국 6명 2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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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0.8. 외국의 감사제도 및 내부통제활동 조사  네덜란드, 벨기에 1명 4,528

10.1.~10.9. 농촌지도기획 실무자반 국외연수 스페인, 로마 1명 3,928

10.2.~11.6. 2015 미국 EMS 실습과정 국외연수  미국 1명 12,789

10.2.~10.8.
열대 적응형 옥수수 수출추진 및 품종

선발 협의
캄보디아 1명 1,601

10.4.~10.9.
강원도 개발 옥수수 품종 중국 북부지방

적응성 평가
중국 1명 2,133

10.4.~10.17. 화재진압대원 국외연수  싱가포르 3명 15,107

10.5.~10.8. 일본 제조업 투자유치 설명회  일본 3명 4,577

10.5.~10.9. 일본 화우산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2명 3,136

10.6.~10.9. 오사카 상공회의소 연계 투자유치설명회  일본 3명 2,782

10.7.~10.9. 오사카 상공회의소 연계 투자유치설명회  일본 1명 1,511

10.7.~10.10.
중국어선 동해 북한수역 조업피해 현지

실태조사
 중국 2명 2,473

10.11.~10.17. 선진 가스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조사  독일, 프랑스 1명 4,140

10.11.~10.17.
러시아 연해주 적응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한

수확 및 수량조사
러시아 1명 1,833

10.12.~10.15. 중국(상해) 크루즈관광 유치 마케팅 참가  중국 2명 2,169

10.12.~10.16.
제10차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

참석
 러시아 1명 1,764

10.12.~10.17. 화재조사 국외연수  일본 2명 3,741

10.14.~10.21. 2015년 밭 식량작물 계열화 경영체 해외연수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1명 3,625

10.14.~10.22.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해외연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2명 8,055

10.14.~10.23.
상세주소 활용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외 정책연수
 프랑스, 영국 1명 4,376

10.15.~10.23.
2015년 농촌활성화지원센터 및 농촌현장

포럼 관련 업무 담당 해외연수
 스페인 1명 4,462

10.16.~10.18. 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참가  일본 2명 1,350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10.17.~10.20. 러시아 시장개척 및 유통조사단 파견  러시아 3명 5,151

10.18.~10.21. 중국지역 강원수산가공식품 특판전 참가  중국 2명 1,575

10.18.~10.24. 2015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일본 1명 705

10.19.~10.20. 크루즈 설명회 연계 오사카 관광세일즈 참가  일본 2명 1,513

10.19.~10.24. 중국 복건성(하문) 투자유치설명회  중국 3명 5,994

10.20.~10.23. 2015년 EATOF 싱가폴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싱가포르 1명 859

10.20.~10.23. 제11회 강원도-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 참가  일본 5명 1,940

10.21.~10.29. 2015년 어린이집 관계자 해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명 3,618

10.22.~10.30. 농촌지도관리자 국외연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2명 3,698

10.25.~10.30. 강원도 개발 옥수수종자 수출 추진협의 중국 2명 2,745

10.25.~11.1. 해외 선진도시 조성현장 연수
 스웨덴, 독일

프랑스
2명 9,687

10.25.~11.3. 오색삭도 추진 해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1명 4,920

10.26.~10.29.
우호교류합의서 체결을 위한 안후이성

인민대표대회 방문
 중국 3명 3,666

10.26.~10.28. 대만지역 타깃기업 투자유치 현지  대만 3명 2,767

10.26.~10.31. 일본지역 강원수산가공식품 특판전 참가  일본 2명 2,128

10.26.~11.1. ODA 신규사업 협의를 위한 해외현지 방문  필리핀, 베트남 3명 6,644

10.26.~11.2. 방재업무 관련 국외연수
 브라질

아르헨티나
1명 9,465

10.26.~11.3. 2015년도 선진 환경감시 해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독일
1명 4,520

10.27.~10.29. 국제 유소년축구대회 교류추진 실무회의  중국 1명 951

10.27.~10.30. 일본 돗토리현의회 우호교류 방문  일본 3명 1,986

10.27.~11.3. 모범구급대원 선진응급의료체계 국외연수
 스위스,이탈리아,

프랑스
2명 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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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11.7.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 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명 6,141

10.28.~10.29. 제2회 중일러 삼국지방경제무역교류행사  중국 2명 1,655

10.28.~11.1. 중국 사천성 강원의 날 기획홍보전 추진  중국
19명

(도지사)
37,270

10.28.~11.3. 2015년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국외 연수
 아일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1명 4,589

10.28.~11.4.
빙상경기장 국제인증 업무협의 및 경기장

건설 사례 현지확인
 캐나다,미국 5명 16,740

10.28.~11.5. 지구개발 협의 및 투자유치 추진 일본 방문  일본 7명 10,222

10.29.~10.31. 강원도 크루즈관광 빅세일즈 참가  중국 5명 4,393

10.30.~11.3. 찾아가는 홍보 기획전 현지시찰  중국 1명 1,304

10.31.~11.3. 강원의 날 행사 진행  중국 2명 1,986

11.1.~11.7. 제11차 WIFE 말레이시아 포럼 참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명 11,072

11.2.~11.4. 중국 광저우 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  중국 1명 1,265

11.2.~11.7. 미국 나노소재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미국 2명 8,944

11.2.~11.7.
외국인 투자기업 현지 방문 망상지구

개발 협의
 캐나다 3명 8,716

11.3.~11.5. 싱가포르 복합 관광시설 자료수집 견학  싱가포르 2명 3,152

11.3.~11.5. 11차 세계이슬람 경제포럼 연계 투자설명회  말레이시아 2명 2,896

11.3.~11.6. 중국 상하이 투자유치 설명회  중국 2명 1,711

11.3.~11.8. 제12회 노던포럼북극권 협의체참가  러시아 3명 5,767

11.5.~11.11. 2015년도 여권사무대행기관 해외시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명 2,085

11.5.~11.10.
정선알파인경기장 곤돌라 공정일정 협의에

따른 회의 참가
 캐나다 2명 5,010

11.9.~11.12. 제4회 동북아 GTI관광포럼 참가  중국 1명 238

11.10.~11.15.
동북아시아자치단체연합(NEAR) 제12회

환경분과위원회 참가 국제여비 지출
 일본 2명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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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1.18.
201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 국외

정책연수 참가 여비
 독일, 스위스 1명 4,412

11.11.~11.18.
2015년 FTA기금사업 관계자 해외선진지

시찰을 위한 연수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1명 3,495

11.11.~11.20.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2명 8,270

11.12.~11.20. 모범구조대원 국외연수
 영국, 스위스

이탈리아
1명 3,798

11.14.~11.20. 6차산업화 활성을 위한 선진지 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명 3,934

11.15.~11.17. 베이징 강원관광홍보센터 직원채용 면접심사  중국 2명 1,886

11.15.~11.20.
독일의료기기전시회 참관 및 독일 의료기기

클러스터 방문
 독일 1명 3,523

11.15.~11.21. 독일 Form Next 2015 전시회 참가  독일 1명 3,377

11.15.~11.21.
독일MEDICA2015 연계 산업부 공동 해외

투자유치
 독일 3명 10,320

11.16.~11.19. 나가노현의회와 상호교류를 위한 실무협의  일본 4명 5,546

11.16.~11.20. 지방 규제개혁 유공자 해외연수  일본 8명 10,565

11.16.~11.20. 교수요원 연찬대회 수상자 국외연수  싱가포르 2명 3,213

11.16.~11.22.
국외올림픽개최지 국제공인인증 설상경기장

견학 및 운영 노하우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스위스
5명 17,020

11.17.~11.17. 일본 투자의향 기업 방문  일본 1명 784

11.17.~11.19. 강원도 중국본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중국 2명 1,982

11.18.~11.27. 지역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단  덴마크 1명 5,000

11.19.~11.20.
도-베이징 간 동계올림픽 활용 강원도 홍보

사업 방문 협의
 중국 1명 717

11.19.~11.22. 중국 비즈니스 네트워킹 참가  중국 1명 1,546

11.20.~11.24. 제13회 재독 강원인의 밤 행사지원  독일 1명 1,845

11.20.~11.28. 성과거양 우수팀 특별 해외연수(DMZ박물관)  베트남 4명 5,000

11.23.~11.27. 제14차 아시아옴브즈만협회(AOA) 참석  파키스탄, 태국 2명 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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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1.30.
2015년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호주 1명 2,526

11.25.~12.2.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촉진 및 증식사업 캄보디아 2명 3,100

11.26.~12.4.
새뜰마을사업 성공모델 개발 및 제도발전

방안 모색

 스페인, 영국

포르투갈
1명 3,908

11.27.~11.29. 오사카 투자기업방문 망상지구 투자협의  일본 3명 2,819

11.27.~12.7.
해안침식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해외

사례지역 견학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4명 17,082

11.28.~12.6. 성과거양 우수팀 특별 해외연수(안전총괄과)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3명 5,000

11.30.~12.3. 강원도 일본본부 추진 현지조사  일본 2명 2,958

11.30.~12.4. 해외 자치단체 간부 교류협력세미나 참가  일본 1명 580

11.30.~12.4.
성과거양 우수팀 특별 해외연수

(감자종자진흥원)
 중국 4명 5,000

12.2.~12.10.
고품질 조사료 이용확대를 위한 조사료

해외선진국 정책조사
 미국 1명 4,964

12.2.~12.6. DBS시험운항에 따른 항로 및 기항지 답사  러시아 2명 1,418

12.2.~12.7.
국제인증관련 업무협의 및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 사례 조사
 일본 5명 10,800

12.4.~12.11. 공장설립업무 벤치마킹  프랑스,영국 1명 1,428

12.4.~12.14. 리우올림픽 CTY(개최도시 운영) 리뷰 참가  브라질 2명 13,377

12.6.~12.12. 중국 안후이성 초청 중국담당자 단기연수  중국 1명 236

12.7.~12.10.
투자의향기업 실무투자 협의를 위한 중국

현지방문
 중국 3명 3,337

12.7.~12.14.
성과거양 우수팀 특별 해외연수

(동계올림픽본부)
 프랑스 3명 5,000

12.7.~12.15.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독일,체코 1명 1,985

12.9.~12.18.
지역행복생활권 운영 및 지역발전사업 평가

우수기관 국외 정책연수
 미국, 멕시코 1명 5,143

12.10.~12.11. 중국 투자자 방문 및 회의 참석  중국 2명 1,446

12.11.~12.18
지도공무원 전문성강화 연수

(2015년 농촌지도사업 예산담당 국외연수)
베트남, 캄보디아 1명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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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12.21.
성과거양 우수팀 특별 해외연수

(사회적경제과)
 스페인 3명 5,000

12.14.~12.16. 중국 강서성 EFEZ 투자유치설명회  중국 5명 6,518

12.14.~12.18.
구정지구 투자협의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

현지방문
 영국 1명 3,116

12.14.~12.20.
선진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청렴 시책

국외정책연수
 캐나다 3명 12,439

12.14.~12.17.
향토공예관 활성화 연구용역에 따른 해외

관광안내 지역제품 판매전시장 벤치마킹
 일본 3명 3,592

12.15.~12.18.
해외 디자인센터 벤치마킹 및 디자인 관련

포럼 참석
 일본 1명 338

12.16.~12.18. 해외어학연수단 인솔  필리핀 1명 880

12.16.~12.18.
비철금속 및 소재부품 관련 협회 및 기업

방문 투자유치
 중국 4명 3,827

12.16.~12.20. 지방정부간 문화관광 교류 활성화  캄보디아 3명 4,355

12.16.~12.23. 성과거양 우수팀 특별 해외연수(의회사무처)
 아랍에미리트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5명 5,000

12.17.~12.22. 2015년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9명 39,999

12.17.~12.24. 전국체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태국 1명 2,511

12.18.~12.23. 설악산 오색삭도 추진 해외연수
 베트남

말레이시아
4명 10,326

12.18.~12.24. 2015년 호주지역 강원 수산가공식품 특판전  호주 3명 9,377

12.19.~12.24. 2015년 2대체전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5명 12,621

12.19.~12.24. 2대 체전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호주 3명 7,951

12.20.~12.22. 해외어학연수단 인솔  중국 1명 880

12.20.~12.24.
2015년 제50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중국 2명 3,019

12.21.~12.25. 통상 확대를 위한 중국방문  중국 2명 2,863

12.26.~1.1. 해외어학연수단 인솔  호주 1명 2,350

12.28.~12.30.
사회적기업제품 해외판로 강원무역관 개관

특판행사 참석
 중국 2명 2,2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