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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인원 집행액

837명 2,302,033

1.4.~1.11. 도청 슬레지하키팀 해외 전지훈련 참가  미국 1명 4,949

1.11.~1.17. 농림수산위원회 국외연수 의원 수행
 캄보디아

태국
2명 3,968

1.12.~1.18.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의원 수행
 대만, 홍콩

마카오, 심천
2명 4,400

1.12.~1.18. 경제건설위원회 국외연수 의원 수행  태국, 베트남 2명 4,388

1.13.~1.16. EFEZ내 대규모 투자유치 위한 관계자 협의 아랍에미리트 1명 2,077

1.14~1.24. 지역발전사업 담당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1명 5,545

1.18.~1.20. 대만현지기업 투자상담(IR) 대만 4명 4,716

1.18.~1.21.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키점프대 방풍시설

현지실사 및 계약업체 업무협의
 일본 1명 1,226

1.18.~1.23.
강원도 유소년(U15)대표선수단 전지훈련 지

원
중국 1명 1,689

1.20.~1.21. 한국관광의 해 개막행사 참가  중국 2명 1,585

1.21.~2.3.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촉진 및 증식을 위한

선발
 캄보디아 1명 2,577

1.26.~1.30. 강원 창업 글로벌마케팅 국외연수  중국 1명 501

2.11.~2.15. 뉴욕 강원도민의 밤 문화예술공연 지원  미국 1명 3,166

2.11.~2.18.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연수 의원 수행
 태국,

캄보디아
2명 4,435

2.15.~2.20. 사회문화위원회 국외연수 의원 수행
 미얀마

베트남
2명 4,240

2.16.~2.18.
한국방문의 해 선포식 연계 한일관광교류 페

스티벌 참가
 일본 2명 2,322

2.21.~2.24. 대만 해양심층수 산업시찰  대만 2명 3,053

2.21.~2.27.
탄광지역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해외 폐광

지역 개발사례 조사
 대만, 독일 4명 18,176

총  3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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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5. 선진 재정운영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미국 2명 8,735

2.28.~3.3.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몽골 1명 1,186

2.28.~3.5. 해외 폐광지역 개발사례 조사  영국 3명 10,953

3.1.~3.4.
강원도 개발 옥수수 품종선발 및 종자수출

추진협의
 러시아 2명 1,656

3.6.~3.1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를 위

한 해외선진 견학
 독일, 스페인 1명 3,261

3.7.~3.10. 아시아옴부즈만 협회 이사회 참관  일본 3명 4,057

3.7.~3.12. 2016 도쿄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일본 1명 2,151

3.8.~3.13. 2016 독일ITB박람회 참가  독일 1명 2,454

3.8.~3.16. 보건과 영양 국제학회 학술발표 및 정보수집  스페인 4명 12,000

3.14.~3.17.
러시아(연해주) 기업대상 현지 IR 준비 및 협

의
러시아 3명 3,657

3.14.~3.19.
중화권(싱가포르, 홍콩) 투자유치 설명회 추

진

 싱가포르

홍콩
4명 10,879

3.14.~3.27.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촉진 및 증식사업 수

확
 캄보디아 1명 2,605

3.16.~3.25. 재산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영국

이탈리아
1명 4,764

3.20.~3.24. WIEF 연례포럼 참가
 말레이시아
싱가폴, 베트남

3명 6,175

3.21.~3.23. 중국기업 방문 및 MOU 후속조치 협의 중국 3명 2,484

3.22.~3.30.
상수원 수질보전 및 통합유역관리 선진지 연

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2명 7,966

3.25.~4.2. 문화재청 지자체 역량강화 해외 정책연수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1명 2,537

3.28.~3.31. 전략적 시장개척을 위한 중국방문  중국 3명 4,302

4.4.~4.11.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홍보시스템 및 홍보사

례 조사
 미국, 캐나다 2명 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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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8.
광둥성 강원상품 전시판매장 개설을 위한 현

지조사
 중국 2명 2,571

4.5.~4.8.
국제교류사업 협의 및 해륙교통로 재개통을

위한 러시아 및 중국방문
 러시아, 중국 4명 5,030

4.5.~4.13.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담당 국외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명 4,397

4.07.~4.1.3
북미주 강원총연 봄축제 강원도립 예술단 파

견
 미국 1명 37

4.12.~4.15. 도쿄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일본 3명 3,697

4.14.~4.17. 강원수산가공식품 중국시장 개척 및 홍보  중국 2명 2,173

4.14.~4.21.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해외연수  호주 1명 2,774

4.15.~4.19. 외국청소년 교육여행 활성화유공 문화연수  말레이시아 1명 76

4.18.~4.29. 미국 조지아대학교 특별정책연수  미국 1명 1,954

4.19.~4.27.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1기)  미국, 캐나다 1명 4,798

4.20.~4.24. 베트남 호치민시 업무협의  베트남 2명 2,612

4.20.~4.24. 국제도시훈련센터 해외연수과정 운영  베트남 2명 2,550

4.22.~4.28. 중국 랴오닝성 체육교류 참가  중국 1명 600

4.24.~4.28.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 '강원의 날' 사전

현지 확인
 중국 2명 2,583

4.25.~4.27. 강원도 사회적경제제품 중국시장 판로개척  중국 1명 843

4.25.04.29.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연계 산업부 공동

해외 투자유치
독일 3명 14,020

4.25.~5.2. 스마트팜 지도전문가 양성 국외연수  네덜란드 1명 3,036

4.27.~4.29.
나고야 상공회의소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사

전방문
일본 2명 1,829

4.27.~4.30.
강원도 개발 옥수수 품종선발 및 종자수출

추진협약
 러시아 2명 2,453

5.3.~5.8. 2016 UCLG ASPEC 집행위원회의 참석  인도 1명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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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1.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2기)  미국, 캐나다 1명 4,478

5.4.~5.8.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중국 1명 1,315

5.8.~5.13. 산지관리 담당자 정책연수  인도네시아 1명 822

5.11.~5.14.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화훼류 시험수

출 재배기술 지원
 몽골 1명 1,420

5.12.~5.17.
북방적응 옥수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중국

현지시험 추진
 중국 2명 3,173

5.14.~5.16. EFEZ 옥계지구 투자유치 IR 추진 중국 4명 4,148

5.14.~5.21. 지방투자지원제도 선진사례 조사
 스페인

이탈리아
1명 3,552

5.16.~5.20.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사전답사 및 준비금  일본 4명 3,168

5.16.~5.20. 모범의용소방대 국외여행 인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2명 2,815

5.17.~5.2.0 산악케이블카 시설 해외연수  일본 2명 2,691

5.18.~5.22. 베이징 국제여유박람회 및 홍보마케팅 참가  중국 1명 1,308

5.18.~5.24. 2016 INTER HASH 발리대회 참가  인도네시아 4명 7,647

5.18.~5.25. 시도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덴마크

노르웨이
1명 5,200

5.19.~5.25. 캐나다 강원 농식품 판촉홍보전 추진  캐나다 1명 3,981

5.19.~5.27. 노인일자리 관계자 해외연수  미국 1명 4,184

5.22.~5.25. 동북아시아 자치단체연합 환경포럼 참가  일본 2명 287

5.23.~5.28. 전국화재조사관 일본 연수  일본 3명 4,637

5.23.~5.30. 제12회 태국 국제식품전시회 참가  태국 1명 2,024

5.24.~5.28. 동남아 수출시장 개척 추진
 태국

인도네시아
1명 1,724

5.24.~5.31. 모범구급대원 등 선진지응급의료체계 연수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2명 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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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5.27. 중국 황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실무협의  중국 1명 1,105

5.25.~6.3. 정보화마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독일
2명 8,598

5.25.~6.3.
교통약자 교통안전시설 개선 해외사례조사

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명 4,769

5.26.~6.3.
선진국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해

외연수
 영국, 스페인 1명 4,363

5.27.~5.31. 산림정책분야 해외연수  일본 4명 6,744

5.27.~6.2. 호주 Snow Travel 박람회 참가  호주 2명 5,797

5.28.~6.5. 제12기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국외정책연수
 호주

뉴질랜드
2명 8,135

5.29.~5.31. 광동성 강원상품관 개설에 따른 현지조사 중국 2명 1,785

5.30.~6.3. 제4회 한중 학술교류 참가 중국 5명 3,550

5.30.~6.4.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일본 1명 1,982

5.30.~6.5.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관련 담당자 국외

연수
영국 1명 2,890

5.31.~6.3. 강원도의료원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만 2명 2,960

5.31.~6.4. 전통시장 상인대표 해외 우수시장 견학 중국 3명 4,881

6.1.~6.9. 치매관리사업 해외연수
 영국, 프랑스

독일
1명 4,055

6.2.~6.10. 공장설립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명 1,630

6.4.~6.10. 국제농업협력 해외연수 참가  이탈리아 1명 3,004

6.5.~6.11. BIO USA 2016 전시회 참가 미국 1명 4,134

6.5.~6.12. 해양레저관광 성공사례 벤치마킹
태국

싱가포르
1명 2,370

6.5.~6.13.
산림복원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보전 정책연

수

독일

오스트리아
1명 2,865

6.6.~6.11.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관리 몽골 1명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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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10. 나고야 상공회의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일본 6명 5,683

6.7.~6.12. 사하공화국 주재 제4회 국제컨퍼런스 참가 러시아 1명 2,248

6.7.~6.15.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국외연수
 노르웨이, 덴

마크
1명 4,639

6.7.~6.17.
청소년 유럽연수 및 해외도민회 교류사업 업

무협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1명 3,865

6.8.~6.16. 성 주류화 정책 선진사례 조사 국외연수
 노르웨이

핀란드
1명 4,069

6.11.~6.21. 전기자동차 선진지 보급정책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명 6,756

6.12.~6.18. 선진 해외 가스안전관리시스템 조사  영국, 프랑스 1명 4,435

6.12.~6.19.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국외연수 뉴질랜드 1명 3,012

6.13.~6.14. 베이징 국제여유박람회 및 홍보마케팅 참가 중국 2명 1,998

6.13.~6.17. 해외자원봉사 연수활동 일본 1명 1,422

6.13.~6.18.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농어촌발전리

더반, 미작반)
중국 1명 1,843

6.13.~6.18.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미작반) 일본 1명 1,527

6.13.~6.21.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 '강원의 날' 행사

추진
중국 10명 11,104

6.14.~6.18.
광저우 관광세일즈 현장 답사 및 홍콩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중국 2명 4,011

6.17.~6.19.
강원도 전략품목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재계회의 참가
중국 2명 2,231

6.17.~6.20.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 '강원의 날' 행사

참석 등
중국 21명 20,535

6.17.~6.26. 지도기획 실무자반 국외연수
스웨덴

덴마크
2명 7,962

6.18.~6.27.
강원도형 산악관광 종합개발계획 수립 해외

연수
 미국, 캐나다 1명 5,830

6.19.~6.20. 알펜시아 투자협의를 위한 중국기업 방문 중국 2명 1,148

6.19.~6.23.
제2차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

합계획 해외사례 벤치마킹 연수

일본

싱가포르
1명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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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6.26.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정책연수 미국 1명 1,686

6.20.~6.25. 목재생산분야 해외 정책연수  뉴질랜드 1명 1,545

6.23.~6.28.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원예특작반) 중국 1명 1,627

6.24.~6.29.
강원도 개발 옥수수 품종 해외실용화를 위한

품종 출원 협의
 캄보디아 2명 2,347

6.24.~7.3. 모범구조대원 국외 선진제도 연수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2명 7,812

6.25.~7.2. 숲가꾸기 담당자 해외 정책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1명 2,280

6.26.~7.2. 몽골지역 산채류 재배현황 및 유전자원 수집 몽골 2명 3,185

6.26.~7.02.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뉴질랜드, 호

주
2명 6,372

6.27.~06.28.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협의 현지  일본 4명 2,916

6.27.~6.30.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기업 방문  토론토 1명 5,110

6.27.~6.30.
망상지구 투자협의를 위한 현지 투자기업 방

문
캐나다 2명 6,457

6.27.~7.6. 선진 환경관리 감시제도 정책연수
 오스트리아

영국 등
1명 5,337

6.28.~7.1. 지역복지사업 평가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대만 10명 12,722

6.28.~7.4. 산악관광 선진사례 해외연수
 스위스

프랑스
4명 4,705

6.30.~7.8.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우수 자치단체

해외선진사례 연수

 네덜란드

덴마크
1명 4,067

7.4.~7.9. 산림소득분야 해외 정책연수  일본 1명 1,542

7.6.~7.13. 가축질병 해외 선진 방역시스템 시찰
 호주

뉴질랜드
2명 8,747

7.6.~7.14.
외국의 감사제도 및 내부통제제도 연수 및

해외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

 오스트리아

독일
1명 4,478

7.7.~7.12. 중국 산채류 재배현황 및 유전자원 수집  중국 2명 1,815

7.10~7.23. 화재진압대원 국외연수  싱가포르 3명 1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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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7.15. 밭 식량작물 계열화경영체 해외연수  일본 1명 1,356

7.12.~7.15. 제14회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중국 3명 3,186

7.13.~7.17. 러시아 알타이주 글로벌원정대 파견  러시아 2명 3,890

7.13.~7.18.
수도권관광진흥협회 외 5개시도 해외 관광홍

보설명회 참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명 2,043

7.15.~7.19. 제7회 한·일·러 청소년 체육교류  러시아 2명 1,263

7.18.~7.20.
관광시설 투자유치 국외 홍보 및 중국 투자

기업 업무협의
 중국 2명 1,719

7.18.~7.20. WIEF사무국 방문  말레이시아 2명 3,415

7.18.~7.20. 망상지구 개발 투자의향기업 현지방문 중국 1명 887

7.18.~7.21.
강원도 옥수수 연해주 적응시험 생육관찰 및

국제 컨퍼런스 참석
 러시아 1명 1,295

7.19.~7.24. 한미원격의료 포럼 참석  미국 1명 3,365

7.26.~7.27.
제13기핵심리더과정 항일운동 유적지 및 역

사문화탐방
 중국 3명 4,298

7.27.~7.29.
광둥성 박람회 참가 및 강원상품관 개관에

따른 사전 현지조사
 중국 2명 2,018

7.27.~7.31.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실태 점검 및 농업기술

현지지도
 몽골 1명 1,676

7.27.~7.29.
광동성 박람회 참가 및 강원상품관 개관에

따른 사전 현지조사
 중국 2명 2,051

7.27.~7.31.
몽골 농업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백합

재배기술 현지지도
 몽골 1명 1,456

7.29.~9.02. 미국 EMS 실습과정 연수  미국 1명 14,506

8.1.~8.3. 제12차 WIEF 참가  인도네시아 3명 5,953

8.3.~8.22.
2016리우 올림픽 옵저버 프로그램 및 공식일

정 참석
 브라질 14명 109,089

8.5.~8.13.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관리 및 채소 재배

기술 현지 연찬회 참석
 몽골 3명 5,531

8.7.~8.12. 제23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 참가  중국 2명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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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11. 도내 학생 글로벌마인드 함양사업 점검  필리핀 1명 209

8.11.~8.14. 강원 농식품 판촉홍보전 추진  중국 2명 1,923

8.16.~8.20. 동북아지사성장회의 참가  중국
13명

(단체장)
12,431

8.18.~8.21. 동북아시아 환경체험 프로그램 참가  러시아 1명 670

8.23.~8.29. 중국 강원도 상품관 개관식 행사  중국, 홍콩 7명 7,185

8.25.~8.29. 광동성 시장개척 및 강원토탈 홍보추진  중국 16명 19,304

8.25.~8.29. 중국 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쌀 전시홍보  중국 4명 5,051

8.25.~8.31.
제15회 EATOF 총회 실무협의 및 광동성 관

광세일즈

 중국

인도네시아
2명 3,156

8.27.~8.29. 한·중 FTA 지방협력 강화를 위한 중국방문  중국 3명 4,634

8.27-9.4. 국제효모학회 학술발표  그리스 2명 5,134

8.29.~9.1. 2017년 ODA사업 협의  베트남 2명 2,258

8.29.~9.9. 제13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 과제연수  동유럽 2명 10,239

8.30.~9.2. 제17회 한일 수산세미나 참가  일본 3명 1,461

8.30.~9.2. 제17회 한일 경제교류 회의 참가  일본 1명 361

8.30.~9.9.
제13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 연수 인

솔

북유럽

미서부
2명 11,173

8.31.~9.9. 통계작성기관 통계실무자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1명 5,202

9.1.~9.7.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호주 3명 7,502

9.4.~9.6. 제6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참가  일본 2명 1,436

9.4.~9.10.
북방적응 옥수수 신품종육성 중국현지 시험

추진
 중국 2명 3,250

9.4.~9.10. 산림정책리더과정 정책연수 참여  독일, 스위스 1명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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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9. 조선족 골프기업가와의 협력강화  중국 3명 3,492

9.6.~9.14. 2016년도 선진 유역관리 해외연수 동유럽 2명 8,744

9.18.~9.24.
대형 크루즈선박 접안시설 구축 관련 해외

선진사례 연수
이탈리아 3명 12,747

9.19.~9.22.
러시아 연해주 옥수수 적응시험 평가 및 선

발
러시아 1명 1,268

9.19.~9.27. 지방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호주

뉴질랜드
5명 18,464

9.20.~9.27. 강원도수산가공식품 미국시장 개척 미국 2명 5,863

9.20.~9.27. 미래농업대학 해외연수 인솔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2명 5,900

9.22.~9.23. 필리핀 윈터트레블 세미나 참가 연계 세일즈  필리핀 1명 504

9.23.~9.28. 청소년 국제교류 업무 협의  덴마크, 독일 1명 2,869

9.24.~9.28.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참가 연계 세일즈  일본 1명 1,563

9.24~10.2. 제7회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 참가  영국 2명 8,923

9.25.~10.1. 중국 지린성 체육교류 참가  중국 2명 1,416

9.25.~10.2. 국공립 산림연구기관 우수연구자 해외연수  캐나다 1명 1,272

9.25.~10.2. 소방직무전문화(예방분야) 국외연수  미국 4명 14,546

9.25.~10.2. 소방직무전문화(지진대응분야) 국외연수  대만 4명 7,363

9.26.~9.29. 제11회 NEAR총회 참가  러시아 1명 1,624

9.26.~9.30. 미국 실버타운 성공사례 방문  미국, 캐나다 4명 10,913

9.26.~10.1. 귀어·귀촌관련 해외선진지 연수  일본 1명 1,863

9.26.~10.2. 실버타운 성공사례 벤치마킹  미국 2명 5,365

9.27.~9.30.
용평 알파인경기장 건설관련 곤도라 제진장

치 현지확인
 일본 5명 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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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0.7.
도로명주 정착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국외

정책 연수

이탈리아

스페인 등
2명 9,049

9.29.~10.7.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국외연수  미국 1명 4,369

10.2.~10.7. 덴마크 유연안정성제도 벤치마킹  덴마크 2명 7,211

10.5.~10.8. 올림픽 사후관리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2명 3,125

10.5~10.11.
크루즈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에 따른 해외 선

진사례 연수
홍콩 2명 4,029

10.5.~10.11.
크루즈국제여객터미널운영에 따른 선진사례

연수
 홍콩, 중국 2명 4,218

10.6.~10.12. Rescue Days 경기대회 참가  독일 7명 20,302

10.7.~10.15. 정빙기 제작물품 검수 및 패딩시스템 설치  캐나다, 미국 3명 10,834

10.8.~12.15. 신규소방헬기 기종교육(조종)  이탈리아 3명 42,909

10.9.~10.18. 재난관리 역량강화 국외연수
호주

뉴질랜드
5명 18,462

10.10.~10.15. 산지이용 활성화 해외연수  말레이시아 11명 8,000

10.10.~10.23.

남부아시아 적응 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한 수

확 및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촉진을 위한 파

종

 캄보디아 1명 1,561

10.11.~10.13. 혁신도시 해외선진도시 연수
 영국

네덜란드 등
2명 9,703

10.12.~10.15. 제13기 강원청년지도자과정 해외연수  일본 1명 358

10.12.~10.20. 우수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 청렴시책 연수
 핀란드

노르웨이 등
3명 13,488

10.14.~10.16. 제6회 월드트레일즈 컨퍼런스 참석  일본 2명 757

10.15.~10.23.
최신 식품 트랜드 정보수집 및 강원 수출상

품 모니터링
 영국, 프랑스 1명 3,800

10.16.~10.23. 신규소방헬기 공정검사  미국 4명 12,879

10.17.~10.19. 제3회 한중일 인문교류 포럼 참가  중국 2명 284

10.17.~10.21. 소방직무전문화(소방교육분야) 국외연수  일본 4명 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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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10.21.
강원도의회-나가노현의회 우호교류를 위한

나가노현의회 등 방문
 일본 5명 9,415

10.17.~10.22.
연어육상양식 가능성 진단을 위한 해외선진

시설 견학
 캐나다 3명 8,376

10.17.~10.24.
회전교차로 등 해외 교통안전정책 운영사례

조사
 스위스, 독일 1명 3,417

10.17.~10.28.
동서고속화철도 연계 개발전략수립 벤치마

킹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6명 41,372

10.17.~10.28.
북유럽의 엽채류 시장현황 및 식문화 조사분

석

 스웨덴,노르

웨이
2명 9,000

10.18.~10.21. 제18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일본 2명 3,497

10.18.~10.21. 중국 청도지역 기업방문 IR 중국 3명 2,717

10.18.~10.24.
제15회 EATOF 총회 및 동남아 관광홍보 세

일즈 참가

 인도네시아

홍콩

12명

(단체장)
24,670

10.18.~10.25. 귀농귀촌 담당자 해외연수
 스위스

이탈리아
1명 3,760

10.18.~10.25.
레고랜드 코리아 성공조성을 위한 해외 테마

파크 벤치마킹

 말레이시아

필리핀
1명 1,683

10.19.~10.23. 보건의료정책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싱가폴, 태국 1명 1,561

10.21.~10.28. 로프구조시스템(TRR) 국외연수  일본 3명 4,914

10.22.~12.04. 신규소방헬기 기종교육(정비)  이탈리아 2명 20,975

10.23.~10.31.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관련 해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1명 3,624

10.24.~10.29. 강원도 중소기업 중국 종합 무역사절단 파견  중국 1명 1,483

10.24.~10.31. 낙동강 수계기금 국외연수  미국 2명 3,766

10.24.~11.02.
기후변화에 대비한 북유럽 방재대책 벤치마

킹

핀란드

스웨덴 등
1명 4,428

10.25.~10.28. 청년4-H회원 해외 농업현장 연수  일본 1명 1,254

10.26.~10.28. 홍콩 국제 환경박람회 참관  홍콩 3명 3,075

10.26.~10.30.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사업 관련 해외 테마파

크 벤치마킹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3명 4,948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인원 집행액

10.26.~11.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외우

수사례 조사

오스트리아

독일 등
1명 4,635

10.27.~11.4.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 국외 정책연수

참석

 노르웨이

덴마크
1명 4,926

10.28.~11.1. 장애인 아트페스티벌 참가 예술단 인솔  일본 2명 1,381

11.1.~11.4. 도로교통협의 국제협력 연수  일본 1명 1,366

11.1.~11.8. 해외 과수산업 실태조사를 위한 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1명 4,024

11.3.~11.12. 보육발전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2명 4,159

11.4.~11.11. 정도관리 국외연수 호주 1명 2,919

11.8.~11.11. 해외 선진 협동조합 해외 연수  일본 1명 1,306

11.9.~11.12. 첨단 소방자동차 및 장비시찰 국외연수  중국 8명 8,170

11.10.~11.13. 강원수산가공식품 일본시장 개척 및 홍보  일본 3명 3,268

11.12.~11.19.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 및 2017 평창 글

로벌 옴부즈만 컴퍼런스 홍보
 태국 3명 5,420

11.14.~11.17.
미생물제 제형 및 생물농약 제품개발 현황

조사
 일본 2명 2,036

11.14~11.18. 일본 자원순환시설 산업 시찰  일본 2명 3,129

11.14.~11.19. 제28회 독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관  독일 2명 7,663

11.14.~11.23. 우수교수요원 국외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2명 9,152

11.15.~11.19. 베이징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중국 1명 1,275

11.15.~11.20.
보광 스노경기장 외자재 생산검수 및 인증경

기장 시설 확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4명 10,838

11.15.~11.22.
전국우수시장박람회 포상자에 대한 해외 우

수시장 견학

 이탈리아

스페인
1명 3,756

11.16.~11.25. 제30차 해외수산기반조사 참여
 그리스

이탈리아
1명 5,075

11.17.~11.19.
제31차 한국-대만 관광교류회의 참가 글로컬

상품 마케팅 추진
 대만 1명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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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11.19. 중국 관심투자자 본사 방문 및 투자상담 중국
5명

(단체장)
4,911

11.17.~11.19.
중국 노년관광사업 및 실버사업 투자유치 홍

보 참가
 중국 1명 863

11.17.~11.20.
홍콩 한국문화대전 참가 동계관광상품 마케

팅 추진
 홍콩 1명 1,757

11.18.~11.22.
재독 강원도민회 제14회 강원인의 밤 문화예

술공연단 인솔
 독일 1명 2,913

11.20.~11.24. 터널사고 상황처리를 위한 국외연수  일본 12명 21,611

11.20.~11.26.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운영 해외 벤치마킹
 인도네시아

태국
1명 2,203

11.17.~11.20. 캐나다 앨버타주 체육교류 참가  캐나다 2명 5,082

11.24.~12.2. 지도기획 관리자반 국외연수  파리, 스위스 2명 4,882

11.26.~11.29.
찾아가는 강원도 기획홍보 '강원의 날' 사전

현지 확인
 중국 3명 3,468

11.27.~11.29. 강원도상품관 활성화를 위한 광동성 방문  중국 1명 989

11.28.~11.30. 강원수산가공식품 중국시장 개척 및 홍보  중국 2명 1,584

11.28.~12.2. IBTM World 2016 관광박람회 참가  스페인 1명 2,990

11.28.~12.8. 지방세 비교연구 국외연수 참가  독일, 프랑스 1명 4,443

11.29.~12.1.
러 극동, 중국 동북지역간 물류협력 민관합동

회의 참석
 러시아 2명 1,944

11.29.~12.2. 중국(청도) 방문 투자유치 2차 IR 중국 4명 3,555

11.29.~12.4. 미국 현지 투자자 발굴 미국 4명 12,764

11.29.~12.4.
국외 선진 개발사업지 방문 및 EFEZ 홍보, 투

자협의
스페인 4명 16,346

11.30.~12.7.
빙상경기장 데셔보드 및 패딩시스템 제작물

품 검수

 이탈리아

핀란드
4명 19,470

11.30.~12.9. 제40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국외연수 참가  미국, 캐나다 1명 5,409

12.2.~12.5.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일본 오사

카 1만인 대합창 참관
 일본 5명 6,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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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11. 하반기 글로벌공동연수과정  미국 1명 4,755

12.4.~12.11
최신 농업시설 이용 연구업무 협의 및 현황

파악
 미국 1명 3,103

12.5.~12.9.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싱가포르 20명 28,605

12.5.~12.11. 소규모 프로젝트 사업 추진  인도네시아 3명 7,443

12.5.~12.12. 의료급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참가
핀란드

헝가리
1명 2,648

12.6.~12.14. 올림픽 사후관리 선진사례 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5명 26,890

12.7.~12.9. EFEZ-유젠 협력사업 IR, 의료기기 시장조사 중국 2명 2,609

12.8.~12.10.
제31회 한일관광진흥협의회 및 한일관광교

류확대 심포지엄 참가
 일본 2명 1,240

12.9.~12.14.
제5차 생물다양성 세계지방정부 정상회의 참

가
 멕시코, 미국 8명 11,868

12.10.~12.22.
유럽 주요국가의 타당성조사 제도 운영현황

및 사례연구

 스페인

프랑스
1명 4,352

12.12.~12.14.
강원도 중국본부 및 북경조선기업가협회 방

문 EFEZ 홍보
중국 4명 3,473

12.12.~12.15.
경제협력 강화 및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중

국 방문
 중국 4명 5,593

12.13.~12.15.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용역사업 해외 투자

유치 TF방문
 일본 2명 1,753

12.13.~12.16. Fly&Cruise 활성화를 위한 세일즈 추진  중국, 홍콩 3명 4,965

12.13.~12.16. 제51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태국 2명 1,170

12.13.~12.17.
친환경 농자재 개발 및 원료 유통현황 자료

수집
 중국 2명 2,853

12.15.~12.20.
나가노현과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한일문화

카라반 참가
 일본 11명 17,406

12.15.~12.19. 해외폐광지역개발사례 조사  일본 4명 7,271

12.15.~12.20. 직원 직무전문화 해외정책연수 참가  호주 6명 9,600

12.15.~12.21. 강원 농식품 판촉홍보전 추진  미국 1명 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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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12.23. 지역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크로아티아

독일 등
1명 4,874

12.19.~12.21. 전략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중국 방문  중국 2명 1,822

12.19.~12.23. 산업단지 및 제품 전시관 벤치마킹  베트남 5명 7,062

12.20.~12.23. 강원-호치민 교류실무협의단 파견  베트남 2명 2,609

12.20.~12.25.
지방행정분야 대한 사례 수립을 위한 민관

협치행정 해외 벤치마킹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5명 10,008

12.22.~12.23. 일본 고기만하야시 투자유치 활동  일본 1명 1,494

12.22.~'17.1.2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미주,중남미

선진기관 벤치마킹
 미국, 멕시코 1명 6,381

12.26.~12.28.

중국 윈난성 및 쿤밍시와 새로운 교류협력

추진 및 코리아타운 건립에 따른 강원도 기

업 참여 방안 협의

중국 2명 3,745

12.27.~12.29. 해외 ODA 사업 추진 선진지 현장시찰  일본 4명 4,733

12.31.~'17.1.8.
국외 지방의회 등과의 우호교류 확대를 위한

페루 국회 및 지방의회 방문
 페루 3명 15,456

1월~9월 국외 장기교육생 체재비 등  유럽 등 7명 239,983

4월~12월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교육여비  유럽 등 19명 47,110

8월~12월 국내 장·단기교육생 교육여비  유럽 등 43명 279,489

기타 중국 지린성 파견공무원 항공료 및 준비금 - 1명 752

기타 일본 돗토리현 파견공무원 항공료 및 준비금 - 1명 458

기타 중국 푸젠성 파견공무원 항공료 및 준비금 - 1명 1,094

기타 중국 황산시 방문 취소위약금 - 1명 555

기타 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취소위약금 1명 1,450

기타 리우올림픽 참관 취소에 따른 취소위약금  - 2명 2,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