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992명 2,815,526 

01. 24.~2. 1. 2018년 동계 남녀축구 국제 친선교류전 참가  중국 6명 4,145        

01.01.~03.31.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외훈련대상자 체재비 등 지급  미국 3명 31,033       

01.01.~12.31.
2019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외훈련대상자 및 동

반가족 항공료 지급
 미국 3명 9,811        

01.01~12.31.
2019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외훈련대상자 화물이

송비 지급
 미국 3명 9,570        

01.09.~01.13. 2018 미주 한인의 날 참가(총괄관리과)  미국 1명 8,979        

01.09.~01.13. 2018 제13회 미주한인의 날 참석  미국 2명 7,054        

01.11.~01.13. 일본 유통분야 경제교류 및 시장개척 추진  일본 1명 942           

01.16.~01.19. 2018 자동차 기술 박람회 참가  일본 1명 1,535        

01.18.~01.19.
일본 오사카 동계올림픽 및 강원관광 홍보세일즈 출

장여비
 일본 5명 5,983        

01.18.~01.21.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지출(「AEON한국페어 2018」참

가 및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
 일본 4명 5,862        

01.22.~01.26. 베트남 시장개척 지원 및 호치민시 업무협의  베트남 2명 2,929        

01.22.~02.03.
동계 옥수수 우량계통 해외 세대촉진 및 종자증식을

위한 교배작업
 베트남, 캄보디아 2명 4,340        

01.22~01.24.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투자유치 추진  중국 광저우 4명 5,451        

01.23.~01.29. 2018 러시아 알타이주 체육교류 참가여비  러시아 1명 996           

01.23.~01.29. 안전한 청사관리 구축방안 마련  호주 1명 2,950        

01.23.~29. 안전한 청사관리 구축방안 마련 연수  호주 4명 11,938       

01.25.~02.01. 지방분권 우수사례 견학 및 국비확보 전문성 제고  스페인, 포르투갈 4명 18,521       

01.28.~12.02.
기업체 포상 관광단체 유치 3개국 관광세일즈 추진 국

외출장 여비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

국
2명 4,130        

02.05 ~02.07 광동성 강원 상품관 춘절 판촉행사 및 운영실태 조사  중국 2명 2,200        

02.12.~03.23. 정비사 제작사 기종(AW139) 교육  말레이시아 1명 10,514       

02.21.~02.26. 2018 BIO Asia 전시회 참가  인도 1명 2,897        

02.24.~02.28. 해외기관과의 mou체결을 위한 국외출장자 여비지급  중국 4명 7,653        

02.28.~03.02. 2018 월드에너지위크 참관  일본 3명 4,338        

02.28.~03.02. 2018 일본 국제수소연료전지박람회 참가  일본 2명 2,638        

03.01.~03.07. 강원도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프랑스 지방정부 방문  프랑스 6명 29,279       

03.05 ~03.08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일본 1명 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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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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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03.10. 2018 Seatrade Cruise Global 참가  미국 1명 3,038        

03.07 ~03.10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일본 1명 1,472        

03.08 ~03.10 강원산품 수출확대 중국 산시성 방문  중국 2명 1,488        

03.11.~03.14. 해외기관과의 mou체결을 위한 국외출장자 여비지급  일본 3명 1,751        

03.11.~03.15.
국제 경쟁력 확보 및 도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

육교류 여비
 중국 1명 636           

03.12.~03.21.
신품종 옥수수 육종기간 단축 및 평가용 옥수수 종자

증식
 베트남 1명 1,987        

03.13.~03.16. 농정발전 우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중국 3명 3,590        

03.14.~03.17.
강원도-연해주 간 2018 통상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러

시아 출장여비 지출
 러시아 3명 2,654        

03.23.~03.30.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교육 참석  몽골 1명 1,487        

03.23.~03.30. 옥수수 동계 세대촉진 및 증식사업 수확 및 종자 송부  캄보디아 1명 1,565        

03.24.~4.1. 신재생에너지 담당공무원 연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1명 3,672        

03.25.~03.27.
양양~기타큐슈 정기노선 전환에 따른 상호교류 팸투

어
 일본 4명 621           

03.25.~03.28.
포스트올림픽 연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러시아시장

관광세일즈 추진
 러시아 1명 1,734        

03.25.~03.30.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교육 참석  몽골 2명 2,745        

03.28.~04.0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관련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독일, 프랑스, 스페인 1명 4,355        

03.31.~04.06.
생태관광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정부 지자체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방향 공유
캐나다 1명 2,886        

04. 6.~14.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명 3,699        

04. 6.~14. 공유재산 업무담당자 전문성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명 3,692        

04.02.~04.06.  외투상품화 용역 연계 해외 IR  대만, 중국 3명 5,595        

04.04.~04.06. 외국인 국제학교 유치 국외 IR  캐나다 2명 6,542        

04.05.~04.13.
2018년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대상자 여비 지

급
 일본 1명 772           

04.06.~04.15. 2018년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 역량강화 국외연수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

르크, 벨기에
2명 8,040        

04.10.~04.13. GTI 물류협력소위원회 회의참석  러시아 2명 2,180        

04.10.~04.13. 베트남 강원도상품관 개설 관련 현지출장  베트남 3명 4,849        

04.10.~04.17. 투자사업제도 비교경험 및 분야별 재정사업 현장조사  영국, 프랑스 1명 4,298        

04.11.~04.13. 동경 FABEX 2018 참가 및 수출마케팅 추진  일본 2명 2,367        

04.11.~04.20.
2018년도 공무원노사관계 사례연구과정 교육생 국외

연수 교육비
 독일, 체코 1명 4,139        

04.12.~04.13. 일본 후쿠오카 관광세일즈 추진 여비  일본 1명 664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4.12.~4.18. 2018 구급대원 해외응급의료체계 연수  덴마크, 스위스 1명 3,919        

04.12~04.13 해외 레고랜드 우수테마파크 운영현황 조사  일본 5명 4,880        

04.14.~04.21. 2018 문화재청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해외정책연수  캐나다 1명 3,150        

04.14.~5.4. 2018 한영 재난관리 비교과정 해외연수 참가  영국(요크, 런던) 1명 4,811        

04.16.~04.19.
2021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협의를 위한 OCA 관계자

면담 여비
 태국 2명 2,638        

04.16.~4.20. 2018년 상반기 방재업무담당자 국외연수
 일본(오사카, 교토, 고

베)
2명 3,414        

04.17 ~04.19 중국본부 현지실태조사 중국 1명 1,113        

04.17.~04.19.
2021 동계아시안게임 유치 협의를 위한 OCA 관계자

면담(경제부지사_체육과)
 태국, 방콕 2명 3,759        

04.18.~04.20. 2018 동경 한국상품 전시상담회 참가 및 수출마케팅  일본 2명 2,231        

04.18.~04.22.
2018 강원도 문화재 활용사업 국외사례 조사 연수 여

비
 일본 2명 3,235        

04.18.~4.26. 2018년 재해구호담당자 해외연수  영국(스코틀랜드,런던) 1명 4,507        

04.18~4.27 2018년 상반기 방재·재난안전 업무담당자 해외연수  독일, 프랑스 1명 4,089        

04.21.~04.27.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연수   영국, 프랑스 1명 4,374        

04.21.~4.28. 정비사 제작사 기종(AW139) 보수교육 말레이시아 2명 3,781        

04.23.~05.02. 해외 재정운용 우수사례 벤치마킹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

드
2명 10,406       

04.26~04.28.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해외투자사 현지방문 출장비  중국 광저우 3명 3,635        

04.27 ~04.30
2018년 중국 광저우 강원상품관 노동절맞이 특별판매

행사 추진
 중국 1명 1,004        

04.27.~04.29.
포스트 올림픽 연계회원국간 문화분야 및 총의제 관

련 사전협의
 베트남 1명 846           

04.27~04.29.
포스트 올림픽 연계 회원국 간 문화분야 관련 협의 및

총회의제 관련 사전 협의
 베트남 2명 1,704        

04.30.~04.27.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항공료 지급  일본 1명 329           

04.30.~05.04.
중국의 해삼양식 실태 및 시장규모 조사를 위한 해외

출장
 중국 4명 4,141        

04.30~06.18.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항공료 지급결의  싱가포르 2명 1,560        

04.5.~4.13. 지방행정의 달인 선정자 포상 국외연수  프랑스, 독일 1명 4,122        

05. 10.~17. 선진국의 자치법규 체계 및 업무현황 조사 국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명 4,921        

05. 10.~17.
강원 해안 내륙권 연계 협력형 지역계획수립 해외연

수
 스페인, 이탈리아 2명 4,252        

05. 16.~24. 규제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정책연수 참가  뉴질랜드, 호주 1명 4,591        

05. 5.~12. 글로벌 정책리서치 국외연수  호주 1명 1,664        

05. 9.~17. 선진지 공유재산 정책수립 반영을 위한 벤치마킹  런던, 이탈리아 1명 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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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05.10.
2018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이심전심

폭시팀)
 이탈리아 4명 7,995        

05.01.~06.30.
2018년도 과장급공무원 대상 국외장기교육훈련 체재

비 등 지급
 싱가포르, 중국, 일본 5명 44,512       

05.02.~05.11.
2018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탄소잡는

초록원정대)
 독일, 오스트리아 4명 8,000        

05.03.~05.07. 제 4차 남아시아 도시정상회의 참석 여비 지출  인도 1명 1,608        

05.03.~06.20. 2018년도 국외 장기교육훈련 교육생 항공료 지급  중국 1명 183           

05.04~05.07.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해외투자사 현지방문 출장비  말레이시아 5명 7,804        

05.08.~05.11.
선진지견학을 통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오색삭도 설

치추진
 일본 4명 5,180        

05.08.~05.12.
동해 자유무역지역 콜드체인 구축에 따른 일본기업

유치
 일본 2명 4,013        

05.08.~05.15.
세계선진관광트렌드파악및우수관광콘텐츠벤치마킹여

비
스페인 3명 13,040       

05.08.~05.17. 동물복지 축산해외선진국 벤치마킹  독일,네덜란드 2명 9,066        

05.09.~05.17.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기술 지도  몽골 1명 1,775        

05.09.~05.18.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헬로

강원, 헬시강원)
뉴욕, 워싱턴, 미국 4명 8,000        

05.10.~05.17.
「강원 해안·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관련

선진지 견학 여비
 스페인, 이탈리아 1명 4,236        

05.10.~05.19.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숲에

서 긍정을 배우다팀)
 스위스, 오스트리아 4명 8,000        

05.12.~5.21. ICT산업 선진사례 벤치마킹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1명 4,484        

05.13.~05.19. 2018 중국 랴오닝성 체육교류 참가 여비  중국 2명 1,126        

05.13.~05.20. 2018 농지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독일,프랑스 1명 3,839        

05.13.~05.21. 해외 푸드플랜 정책조사  영국, 독일 2명 7,354        

05.14 ~05.17 2018 강원도 대만 무역사절단 추진  대만 1명 1,038        

05.14.~05.19.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 지급(산

촌자본주의를 배우다)
 일본 4명 4,549        

05.14.~05.19. 산림복원 담당자 정책연수(황대기) 일본 1명 827           

05.14.~05.19. 2018년 산지이용분야 정책연수  일본 3명 4,491        

05.14.~05.22. 2018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2명 8,890        

05.15 ~05.18 2018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중국 1명 1,135        

05.15 ~05.18 GTI NEA LCC 회의 참석단  중국 5명 2,053        

05.15.~05.18. 제6차 GTI LCC(지역협력위원회) 준비회의 참가  중국 1명 1,018        

05.15.~05.18. 제6차 GTI LCC 준비회의 참가   중국 2명 1,937        

05.15.~05.21. 산림복원 담당자 정책연수(정병선)  스페인, 포루투갈 1명 2,169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5.18.~05.25.
2018 snow travel expo참가 및 올림픽 레거시 컨텐츠

를 활용한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세일즈 추진 여비

 싱가포르, 뉴질랜드, 호

주
3명 12,012       

05.21 ~05.25 교류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강원도 대표단  중국 6명 10,478       

05.23 ~05.27
교류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강

원도 대표단
 중국 2명 1,375        

05.23.~05.30.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ibm가즈아팀)  이탈리아 4명 8,000        

05.23.~5.29. 모범구조대원 해외 구조체계 연수  덴마크, 노르웨이 1명 3,985        

05.24.~05.27.
교류지역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린성-허베이성

방문
 중국 3명 3,113        

05.25.~06.02. 전통문화 체험관광 선진사례조사  영국 1명 3,866        

05.26.~6.3. 제14기 소방정책관리자 국외정책연수  체코, 핀란드 등 2명 7,797        

05.27.~06.01.
해외선진도시의 공공주택 및 주거재생관련 프로젝트

사례 파악
  싱가포르, 홍콩 4명 11,322       

05.27.~06.05.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벤쿠

버는 지금)
 캐나다 4명 8,000        

05.28.~06.01. 2018년 선진 해외경제특구 벤치마킹  러시아 4명 6,911        

05.28.~06.01. 2018년 공공의료체계 및 의료서비스 국외연수  일본 3명 5,387        

05.28.~06.02. 가뭄대책 수립 및 수자원분야 해외우수 선진지 견학   일본 3명 6,239        

05.28.~06.03.
산채 소포장 제품 개발 관련 최신트랜드 조사 및 포장

박람회 참석
 이탈리아 2명 5,809        

05.28.~06.06.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수소

자동차h2팀)
 덴마크, 독일 4명 7,618        

05.28.~06.08.
2018년도 통일교육원 통일정책지도자과정 교육생 해

외연수 여비 지급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2명 12,875       

05.28~06.02. 일본 2018 월드에너지위크 참관  일본 4명 5,734        

05.29.~06.06. 성주류화 제도 및 여성정책 선진사례조사  영국, 덴마크 1명 4,093        

05.29.~06.06.
성평등 정책연구 및 실행관련 북유럽 선진사례 벤치

마킹
 노르웨이, 핀란드 1명 3,987        

05.29~06.05. 해외 농업회의소 정책조사  프랑스, 이탈리아 1명 3,500        

05.31.~06.03.
2018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시상식 참석

및 선진지 견학
 중국 2명 2,427        

05.31.~06.08.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신강

원의 주춧돌)
 독일, 스위스 4명 8,000        

05.31.~06.09.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강원

FC팀)
 스위스, 이탈리아 4명 8,000        

06.02.~06.10.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GGG

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

아
4명 8,000        

06.02.~06.11. 스리랑카 해외 국제연수 추진 공무원 국외여비 지급  스리랑카 3명 7,352        

06.04.~06.08. 제6회 보건위생분야 학술교류 참가  중국 6명 1,154        

06.05.~06.09. 카자흐스탄 수출시장개척 토털마케팅 사전답사  카자흐스탄 2명 3,359        

06.11.~06.14 수도권 5개 시도 관광진흥 해외공동 홍보마케팅 추진  일본 2명 2,775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6.11.~6.16. 소방정보통신 선진화 국외연수  독일 5명 14,958       

06.11~06.14
포스트 평창 연계 강원관광 홍보부스 운영 및 일본 여

행업계 대상 세일즈
 일본 3명 4,168        

06.14 ~06.16 2018 강원유학박람회 운영단  중국 5명 4,653        

06.15.~06.25.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신산

업원정대)
 독일, 체코 4명 8,000        

06.15.~6.22. 2018년 화재조사관 국외연수  미국 1명 3,483        

06.17.~06.23. 2018년도 도시숲 담당자 공무국외 정책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1명 3,159        

06.18.~06.22.
2018년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역사문

화탐방 여비지급
 중국 3명 3,825        

06.18.~06.28.
2018년도 제18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여비지급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

리, 크로아티아
5명 29,102       

06.19.~06.23.
2018 러시아 알타이주 농업박람회 참가 공무국외여비

지출
 러시아 2명 3,005        

06.19.~06.27. 2018년 어린이집 관계자 해외연수 참석(복지정책과)  이탈리아, 프랑스 1명 3,963        

06.19.~06.27.
도시계획의 압축적 성장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국외연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3명 11,958       

06.19.~06.27.
공간정보 분야 국외 최신기술 도향 및 구축사례

벤치마킹
  영국, 프랑스, 스위스 2명 8,215        

06.19.~06.28. 스마트팜 역량 강화  네델란드, 독일 1명 3,600        

06.19.~6.29 제15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  프랑스, 모나코, 스페인 1명 6,131        

06.19.~6.29 제15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

이, 덴마크
1명 6,130        

06.19.~6.29 제15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

리, 체코
1명 5,261        

06.19.~6.29 제15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  미국 1명 5,290        

06.20.~06.30.
2018년도 인재개발원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

수 여비지급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23명 130,333     

06.21 ~06.23 GTI 총회 참석단  몽골 2명 2,316        

06.21.~06.23. 베트남 강원도 상품관 예정지 확정 및 업무협의  베트남 2명 2,121        

06.22 ~06.27 2018 해외강원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단  미국 2명 6,418        

06.23.~07.29.
2018년도 제7기 인재개발원 글로벌리더과정 해외어

학연수 여비지급
 캐나다 5명 17,778       

06.23~07.29.
2018년도 제7기 인재개발원 글로벌리더과정 해외어

학연수 여비지급
 캐나다 1명 0-              

06.24.~06.29. 2018년 노인지도자 해외 선진지 견학  베트남, 캄보디아 2명 3,871        

06.24.~06.29.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몽골 2명 3,575        

06.24.~06.30. 2018년 산림탄소정책 공무국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명 1,689        

06.24.~07.01. 2018년 드림스타트 사업 국외연수  스웨덴, 핀란드 1명 4,474        

06.24.~6.30. 선진해외 가스안전관리시스템 조사  스페인, 포르투갈 1명 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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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06.29.
2018년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고급리더과정 역사문

화탐방 여비지급
 중국 3명 3,612        

06.26.~06.29. 「2018 해외 자원봉사 연수」 국외연수 교육비 지급  일본 1명 1,270        

06.3.~6.11. 해외 공장설립 실태조사  독일, 벨기에, 프랑스 1명 1,857        

06.4.~6.8.
제6회 강원도-안후이성 보건위생분야 학술교류회 참

석
 중국 5명 5,717        

07.01.~06.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및 동반가족 항공

료 지급
 미국 1명 7,049        

07.01.~07.07.
장애인 일자리 해외선진사례 조사 국외연수(경로장애

인과)
 영국 1명 3,628        

07.01.~07.07. 낙동강 수계관리 국외연수 취소수수료(김길수)  영국,파리 1명 1,358        

07.01.~07.08. 2018년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정책연수  스페인, 포루투갈 1명 1,287        

07.01.~09.30.
2018년도 과장급공무원 대상 국외장기교육훈련 3분

기 체재비 등 지급
 싱가포르, 중국, 일본 4명 51,277       

07.01.~09.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체재비 지급(3분

기)
 미국 등 9명 59,200       

07.01.~09.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체재비 등 지급(3

분기, 미국)
 미국 5명 25,579       

07.01~06.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및 동반가족 항공

료 지급(7월)
 미국 등 10명 27,080       

07.01~06.30. 2018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화물이송비 지급  미국 등 3명 9,483        

07.01~06.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및 동반가족 항공

료 지급
 미국 등 7명 17,409       

07.01~06.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화물이송비 지급

내역
 미국 등 6명 20,000       

07.01~06.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욱훈련 교육생 및 동반가족 항공

료 지급
 미국 등 3명 13,532       

07.01~06.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화물이송비 지급

내역
 미국 등 6명 18,286       

07.01~06.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및 동반가족 항공

료 지급(6급이하)
 미국 등 4명 21,232       

07.01~06.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화물이송비 지급  미국 등 2명 3,598        

07.01~06.30.
2018년도 국외 장기교육훈련 교육생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
 미국 등 1명 1,915        

07.01~06.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
 미국 등 1명 60            

07.01~09.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욱훈련 교육생 3분기 체재비 등

지급(6급이하)
 미국 등 5명 15,017       

07.01~09.30.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체재비 등 지급

(최원정)
 미국 1명 3,503        

07.02.~07.06. 2018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국외출장  일본 1명 1,649        

07.02.~07.06. 2018년 나무의사 등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한 국외연수  일본 1명 903           

07.04.~07.14. 2018 캐나다 앨버타주 체육교류 참가  캐나다 2명 4,429        

07.05 ~07.11 2018년 호주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특판전 지원  호주 2명 2,301        

07.05.~07.11. 생물다양성 과학기술자문기구 및 gols 참가  캐나다 2명 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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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7.10. 제6차 GTI NEA LCC(지역협력위원회) 참가  일본 1명 1,221        

07.10.~07.14.
트립어드바이저 활용 온라인 홍보 세부사항 협의 및

2018 DATA 세미나 참가
 인도네시아 1명 1,869        

07.10.~07.16 2018세계합창대회참가및2022세계합창대회협의  남아프리카공화국 2명 4,814        

07.11.~07.12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 실무회

의 참가(남북교류담당관)
 중국 1명 822           

07.11.~07.14.
옥계지구 특수용AI합금압연분야 해외잠재투자가 기업

발굴 및 IR
 중국 2명 1,946        

07.12 ~07.15 GTI NEA LCC 회의 참석단  일본 4명 3,918        

07.16~07.18.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해외투자사 현지방문  중국 광저우 1명 1,206        

07.17.~07.19.
제23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사전 실무회의 참석 국

외업무여비 지급
 러시아 4명 3,314        

07.17.~07.20.
강원관광 홍보 및 빅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중국 허

베이성·베이징 방문
 중국 2명 2,599        

07.18 ~07.21 산동성 칭다오옌타이 시장조사  중국 2명 2,116        

07.18.~07.20.
중국 빅데이터센터 시찰 및 데이터 산업 선진사례 연

구(4차산업추진단)
 중국 4명 5,132        

07.27.~08.03. 인사제도 연구 국외연수  미국 2명 11,447       

07.30.~08.05. 곰취 유통조사 국외학술발표 참석 및 정보수집  미국 2명 9,000        

07.30.~08.06. 미국원예학회 학술발표 및 산채관련 선진국 정보수집  미국 1명 5,000        

08. 27.~9. 4. 지방규제개혁 담당공무원 해외 정책 연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

드
1명 4,432        

08.01.~08.08.
제9회한일러중청소년체육교류및체육발전업무협의참

가
 러시아 2명 2,311        

08.05.~08.09. 인도 '강원의 날' 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인도 3명 4,974        

08.05.~08.10.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업무협의  몽골 1명 1,688        

08.06.~08.11. 제25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 참가  러시아 2명 1,975        

08.09.~08.18.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심폐

소생단)
 스페인 4명 8,000        

08.10.~08.17.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 참가

(남북교류담당관)
 북한 5명 15,905       

08.10~08.13.
제16회 EATOF 총회 참석 및 포스트 평창 오사카 관광

세일즈 추진(관광마케팅과)
 일본 5명 4,836        

08.10~08.13.
제16회 EATOF 총회 참석 및 포스트 평창 오사카 관광

세일즈 추진
 일본 3명 3,542        

08.11.~08.17. 국제원예학회 학술발표  터키 1명 2,481        

08.12.~08.14. 2018 강원의 날 사전답사  러시아 2명 2,555        

08.12.~08.14.
러시아시장 토털마케팅 추진을 위한 강원도실사단 블

라디보스토크 방문
 러시아 4명 5,724        

08.12.~08.19. 2018년 산불방지관리자과정 해외연수(산림관리과)  오스트레일리아 1명 2,405        

08.20.~08.23. 2018년도 동북아시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사업  중국 1명 585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8.21.~08.23. 도내 투자의향 일본기업 외자유치 추진  일본 3명 3,759        

08.22 ~08.27 광동성 강원토털마케팅 추진단  중국 2명 3,080        

08.22 ~08.27 광동성 강원토털마케팅 추진단  중국 2명 1,869        

08.22.~08.27. 중국 광저우 박람회 참가  중국 2명 2,720        

08.22.~08.31.
2018 자랑스러운 청소년 국제교류 연수(여성청소년가

족과)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명 3,521        

08.23 ~08.25 광동성 강원토털마케팅 추진단  중국 6명 7,150        

08.23.~09.01.
2018년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육생 하계국제훈련

여비지급

 파리, 독일, 체코, 제네

바
3명 16,487       

08.23.~8.26. 광동성 토털마케팅 경제사절단 참가  중국 1명 1,290        

08.23.~8.26. 2018 중국 광저우 박람회 수출상담회 참가  중국 2명 2,461        

08.24 ~08.25 강원도와 허베이성 간 교류영역확대 추진단  중국 3명 2,244        

08.24.~08.27.
제26회 광저우수출입 상품 교역회

전시장 홍보관 운영
 중국 2명 2,449        

08.24.~08.28. 중국 허베이성 체육친선교류 참가 여비  중국 1명 351           

08.24.~08.28. 중국 허베이성 체육친선교류 참가 여비  중국 2명 1,009        

08.25.~09.01. 몽골 해외현지연수 추진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지급  몽골 1명 2,151        

08.26.~08.29. 제19회 한일 경제교류회의 참석  일본 2명 2,499        

08.26.~08.30. 다래 가공식품 및 유통시장 정보수집  일본 2명 2,705        

08.26.~08.30. 다래재배 및 종묘생산 기술 정보 수집  일본 2명 2,775        

08.26.~08.31.
제13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

여비 지급
 중국 2명 3,678        

08.27 ~08.31 제15회 한중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단  중국 2명 2,442        

08.27.~08.31.
한강 및 낙동강 수계 비점오염원관리 정책개발을 위

한 국외연수 여비지출
 일본 5명 9,431        

08.27.~08.31.
한강 및 낙동강 수계 비점오염원관리 정책개발을 위

한 국외연수 여비지출
 일본 2명 3,846        

08.27.~08.31.  외투 상품화 용역 연계 국외 IR  일본, 중국 2명 6,831        

08.27.~09.04.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부화

장)
 중국 4명 8,000        

08.27.~9.4. 우수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청렴시책 국외정책연수  미국, 캐나다 3명 15,677       

08.28 ~08.30 제5차 한중일러 4개국 지방국제경제무역 교류회 참가  중국 2명 2,231        

08.28.~08.31. 제19회 한일 수산세미나 참석  일본 7명 3,598        

08.28.~09.01. 2018년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농촌지도자반) 인솔  일본 1명 1,862        

08.30.~09.07. 제32차 해외수산기반조사 연구 및 관련시스템 조사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1명 4,278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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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15.~21.
인구복지 정책분야 국외 정책 연수허가에 따른 출장

경비
 파리, 스위스 6명 17,372       

09.01.~09.08. 2018년도 미래농업대학 해외연수 인솔  뉴질랜드 2명 6,250        

09.02.~09.09. 해외 선진 가축방역시스템 벤치마킹  독일,체코,오스트리아 2명 7,399        

09.04.~09.08. 제15기 핵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여비 지급  중국 25명 46,902       

09.04.~09.08. 제15기 핵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준비금 지급  중국 10명 1,050        

09.04.~09.08. 2018년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생활개선회반) 인솔  일본 1명 1,625        

09.04.~09.14. 제15기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여비 지급
 노르웨이, 러시아, 스웨

덴, 핀란드
3명 29,264       

09.04.~09.14. 2018 청소년 국제화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인솔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1명 4,007        

09.05.~09.08.
베트남 시장개척 및 호치민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방문
 베트남 5명 6,522        

09.05.~09.08. 강원도-호치민시 체육교류 MOU 체결  베트남 1명 148           

09.05.~09.08. 강원도-호치민시 체육교류 MOU 체결  베트남 1명 872           

09.05.~09.13.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국외현장학습 여비 지급  UAE, 터키 1명 4,596        

09.09.~09.18. 제8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총회 참석  이탈리아 2명 7,967        

09.10.~09.16.
2018 하반기 독일 자동차부품 시장개척관련 박람회

참가
 독일 1명 3,129        

09.10.~09.20. 제38기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여비 지급  미국, 캐나다 3명 19,043       

09.10.~9.17.
일자리 공제조합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북유럽 선진

사례 벤치마킹
 스웨덴, 핀란드, 독일 4명 22,453       

09.11.~09.19. 신강원 주민자치 모델 발굴 국외연수 참가  런던, 파리, 스위스 2명 8,000        

09.11.~9.16. 시도 고위급 공무원 중국 방문교류 참가 비자발급비  중국 1명 90            

09.12.~09.19. 청년농업인 육성 선진 정책조사  덴마크, 벨기에 1명 3,244        

09.12.~09.20. 2018년도 농촌지역개발사업 담당자 국외연수  독일,이탈리아 1명 4,336        

09.13.~09.17
2018 필리핀 동계 관광세일즈 추진계획에 따른 국외

업무여비 협조 건 지출
 필리핀 마닐라 3명 3,037        

09.14.~10.19. 2018년 EMS 실습과정  미국 2명 6,448        

09.14.~9.19. 베트남 경제사절단 참가  베트남 2명 2,526        

09.15.~09.21.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여비 지출  파리, 스위스 4명 16,850       

09.16.~09.22.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관련 해외선진사례 연수  프랑스 1명 4,099        

09.17.~09.21.
고위도 적응 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한 해외 현지 적응

성 평가
 중국 1명 1,339        

09.18.~09.23.
포스트올림픽 신통상전략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토털

마케팅 국외업무여비
 카자흐스탄 1명 2,019        

09.18.~09.23.
포스트올림픽 신통상전략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토털

마케팅 국외업무여비
 카자흐스탄 2명 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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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9 ~09.21
둥북아지역 지방정부연합회 국제인재교류협력회의 참

가
 중국 2명 932           

09.19.~09.21.
동북아지역 지방정부연합회 국제인재교류 협의 회의

참석
 중국 1명 967           

09.20 ~09.23 카자흐스탄 강원유학상담회  카자흐스탄 2명 2,680        

09.20.~09.23.
카자흐스탄 수출시장개척 토털마케팅 추진계획에 따

른 국외업무여비 협조 건 지출
 카자흐스탄 알마티 6명 7,196        

09.21.~09.27. 동계올림픽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일본, 러시아 40명 78,800       

09.26.~9.27. 제8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참가  중국 2명 2,199        

09.26.~9.28. 2018년 N-PLUS 국제전시회 참가  일본 1명 1,031        

09.27.~10.3. 제4회 국제구조기술경연대회 참가  독일 7명 18,420       

09.30.~10.07. 총무, 자치행정 분야 도,시군 공무원 선진사례 견학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3명 9,105        

09.6.~9.13. 지역고용정책 국외연수  영국 1명 4,980        

10. 03.~06. 지역재생 정책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연수  일본 5명 7,864        

10. 11.~19. 2018년 지자체 회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뉴질랜드, 호주 1명 4,548        

10.01.~10.09.
2018년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대상자 여비지급(비어

로드)
 독일, 체코 4명 8,000        

10.01~12.31.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체재비 등 정산

지급결의
 미국 등 2명 9,580        

10.01~12.31.
2018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4분기 체재비 등

지급(24명)
 미국 등 24명 217,179     

10.02.~10.09.
2020세계대학 치어리딩 선수권 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홍보 추진(체육과)
 폴란드 1명 3,179        

10.02.~10.09. 2020 세계대학선수권대회 대회기 인수 및 홍보  폴란드 2명 6,160        

10.07.~10.13. 선진 농업회의소 벤치마킹  독일 2명 7,722        

10.08.~10.12. 2018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여성농업인반) 인솔  일본 1명 1,768        

10.08.~10.13.
독일 국제알루미늄 전시회 옥계홍보 및 잠재투자자

발굴
 독일 4명 11,741       

10.09.~10.11.
올림픽 1주년 Again 평창 연계 일본 관광홍보세일즈

참가(관광마케팅과)
 일본 2명 2,690        

10.10.~10.12.
동북아시아 지사성장회의 관련 블라디보스톡 항만시

찰
 러시아 2명 1,927        

10.10.~10.17. 2018년 해외 글로벌 강소기업 정책연수 참가 독일 2명 9,165        

10.10.~10.18. 강원도형 관광도로 조성을 위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독일, 크로아티아 3명 13,834       

10.10.~10.19. 지질공원
 독일,스위스,이탈리아,

프랑스
3명 9,998        

10.10.~10.19. 지질공원 및 생물권 보전지역 선진지 벤치마킹
독일,스위스,이탈리아,프

랑스
3명 3,363        

10.14.~10.18. 해외유명축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1명 1,391        

10.15.~10.20. 2018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농어촌리더반) 인솔  일본 1명 1,823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10.15.~10.26. 화재진압대원 국외연수  싱가포르 3명 5,140        

10.15.~11.13. 세계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가육성 능력제고  파라과이 1명 6,305        

10.16 ~10.19 제20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대표단  중국 4명 5,952        

10.17.~10.25. 2018년 균형발전사업 국외 정책연수
 영국, 오스트리아, 크로

아티아
1명 4,182        

10.20.~10.27. 2018 국제농업협력업무 해외연수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 1명 2,964        

10.21.~10.27. 예방분야 직무전문화  미국 5명 18,938       

10.22.~10.26. 제18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여비 지급  중국 5명 6,330        

10.22.~10.30. 유럽 의용소방대 선진 운영정책 국외연수  독일, 스위스 5명 10,000       

10.23.~10.27. 말레이시아 중국 동계관광 로드쇼 참석 출장 여비  말레이시아 1명 1,403        

10.23.~10.28. 제13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 참가  아랍에미리트 1명 2,669        

10.23.~10.30. 말레이시아 중국 동계관광 로드쇼 국외출장 여비  중국, 말레이시아 2명 5,380        

10.25.~10.28. 2018 도쿄 릴레이 마라톤대회 참가(체육과)  일본 1명 1,275        

10.26.~10.30. 말레이시아 중국 동계관광 로드쇼 국외 출장 여비  중국 1명 1,730        

10.27.~10.30. 강원도 연해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 강원의 날 추진  러시아 5명 6,139        

10.27.~10.30.
2018 러시아 강원의 날 행사와 연계한 EFEZ 러시아

홍보
 러시아 3명 4,027        

10.27.~11.05. 도시재생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국외여비 지출  스페인, 포르투갈 4명 17,912       

10.28.~10.31.
제23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참가 및 러시아 시장 토

털마케팅 추진
 러시아 7명 6,437        

10.28.~10.31. 연해주 개최 제23회 동북아지사성장회의 참석  러시아 2명 2,611        

10.28.~11.01.
제23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참가 및 러시아시장 토

털마케팅 추진
 러시아 연해주 2명 2,508        

10.28.~11.01.
제23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참가 및 러시아시장 토

털마케팅 추진
 러시아 연해주 1명 724           

10.29.~11.01.
제23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참가 및 러시아 시장 토

털마케팅 추진(이미숙)
러시아 1명 744           

10.29.~11.01.
제23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참가 및 러시아 시장 토

털마케팅 추진(변정탁, 김인)
 러시아 2명 1,465        

10.29.~11.01. 어촌지도자 중국 해삼양식 선진지 시찰  중국 5명 4,456        

10.29.~11.07. 시도 우수 교수요원 국외정책연수 여비 지출
 런던, 파리, 독일, 프랑

스
1명 3,427        

10.30.~11.02. 오색 삭도설치 활성화 모색 일본 2명 1,450        

10.30.~11.02. 선진노사문화체험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연수 일본 43명 47,608       

10.30.~11.02. 2018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인솔자 여비 지출  베트남 1명 961           

10.30.~11.09.
2018 지구촌사랑나눔캠페인 에티오피아 비전로드 방

문
 에티오피아 1명 2,271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10.30.~11.09. 2018지구촌사랑나눔캠페인 에티오피아 비전로드  에티오피아 1명 1,455        

10.31 ~11.02 중국 지린성 자동차부품 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2명 1,349        

10.31.~11.08. 동물보호 및 복지 해외 선진국 우수사례 조사  미국,캐나다 1명 4,863        

10.31.~11.09. 방재재난업무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1명 4,876        

10.7.~10.13. 해외 특수소방차 및 장비시찰  독일 1명 2,909        

10.7.~10.13. 산불전문진화차량 중간검수 및 제작공정 검수  독일 5명 14,004       

11. 5.~13.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독일, 스위스 7명 28,952       

11.01.~11.03. 2018 FAI 세계드론레이싱 챔피언십 참관  중국 4명 3,482        

11.01.~11.09 지방투자촉진지원제도 해외선진사례조사  프랑스, 독일, 체코 1명 3,354        

11.01.~11.09.
지방재정 및 공유재산 관리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국

제 간 재정포럼 참석 여비 지급
 런던, 파리, 프랑스 1명 5,187        

11.02.~11.10.
국제 수자원학회 참관 및 총량제 운영관리 사례 조사·

체험 연수
 미국 1명 569           

11.02.~11.10.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관리 사례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

킹
 로스앤젤레스 1명 2,359        

11.06 ~11.16 18년 유럽 글로벌 정책 리서치  프랑스, 영국 1명 2,220        

11.06.~11.14. 18년 FTA기금사업관계자 해외 실태조사
 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

리아
1명 4,187        

11.07 ~11.09 2018 중국 칭다오 강원농식품특판전  중국 1명 807           

11.07.~11.10.
베트남 강원도상품관 사전점검 및 국외본부 방문 추

진
 베트남 2명 2,699        

11.07.~11.14.
2018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여비

지급
 네덜란드, 스페인 1명 3,797        

11.08.~11.18.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설 해외사례 조사 허가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독일 1명 3,200        

11.1.~11.5. 모범 의용소방대 국외연수 인술  중국 2명 2,829        

11.10.~11.18.
2018년도 교육훈련 파견 공무원 지도 점검 참가자 여

비 지급

베이징, 싱가포르, 베트

남, 중국
4명 16,189       

11.11.~11.18. 도로명주소 관련 국외정책연수 참석자 여비 지급  중국 1명 2,010        

11.12.~11.16.
제7기 글로벌리더과정 투자통상분야 직무연수 여비

지급
 베트남 5명 5,501        

11.12.~11.16. 제7기 글로벌리더과정 국외연수 인솔  베트남 2명 2,205        

11.12.~11.17. 2018년 광역자살예방사업 실무자 국외연수 여비 지급  제네바 1명 2,448        

11.13.~11.16.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공무원 국외 연수  대만 1명 1,412        

11.13.~11.18. 미국 LA 시장개척단 파견  미국 2명 6,027        

11.14.~11.15. 베이징 한중 관광교류행사 참석 국외여비 지출  중국 4명 3,556        

11.14.~11.18. 인도 시장개척단 파견  인도 1명 2,259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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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1.18. 인도 시장개척단 파견  인도 2명 3,647        도지사

11.14.~11.22.
지방규제혁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출장여비

지급

 파리,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1명 4,294        도지사

11.15 ~11.19 2018년 해외 강원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 사업  독일 1명 2,310        

11.16.~11.24.
2018년도 교육훈련 파견 공무원 지도 점검 참가자 여

비 지급

 일본, 뉴질랜드, 오스트

레일리아
3명 12,800       

11.16~11.24.
중화권 국제 관광박람회 연계 강원관광 홍보마케팅

추진 국외업무 여비 지출
 대만 1명 1,426        

11.18.~11.19.
금강산관광 20주년 남북공동행사 참석(남북교류담당

관실)
 북한 2명 1,200        

11.18.~11.23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 시설개선 해외선진사례 견학 홍콩, 싱가포르 4명 9,936        

11.18.~11.27.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지질공원, 생

물권보전지역 홍보) 여비지출
 이집트 2명 3,670        

11.18.~11.27.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여비 지출  이집트 2명 5,655        

11.18.~11.27. 공무국외여행 변경에 따른 취소수수료 지출결의  이집트 2명 941           

11.18.~11.27. 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여비 지출 이집트 1명 85-            

11.21.~11.29.
동물보호·복지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지원 해외 정책

사례 조사
 독일,네덜란드 1명 3,973        

11.22 ~11.24 중국 베이징 투자유치 설명회 추진단  중국 4명 4,210        

11.22.~11.26. 하이난 세계 레저관광박람회 연계 강원관광세일즈  중국 2명 3,709        

11.22.~11.26.
타이페이 국제여전 참가 연계 강원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 해외출장 여비
 대만 1명 1,352        

11.23.~11.23. 하노이 강원상품관 개관식 및 판촉홍보단 운영  베트남 3명 2,166        

11.25.~12.02. 2018년도 아동정책 실무역량강화 국외연수  헝가리, 폴란드 2명 5,967        

11.27 ~11.30 중국 상하이 자동차부품시장개척단  중국 1명 1,021        

11.27.~12.02.
베트남 하노이 강원도 상품관 개관식 및 판촉홍보단

운영
 베트남 4명 3,937        

11.27.~12.04.
해외 과수산업실태조사를 위한 FTA기급사업 관계자

연수 출장여비
 호주,뉴질랜드 1명 3,126        

11.27.~12.06.
옥수수 우량계통 동계 해외 세대촉진을 위한 파종작

업
 베트남 2명 3,826        

11.28.~12.01. 베트남「강원도 상품관 개관식 연계 해외홍보」추진  베트남 4명 4,213        

11.28.~12.01. EFEZ 망상지구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IR  홍콩, 마카오 4명 9,164        

11.29.~12.01. 강원도립예술단 베트남 하노이 해외공연  베트남 1명 1,001        

11.29.~12.02. 하노이 강원상품관 개관식 및 판촉홍보단 운영  베트남 3명 1,532        

11.3.~11.10. 강원도-캐나다 앨버타주 교류 협력사업 추진  캐나다 1명 3,021        

11.4.~11.10. 2018년 환경분야 정도관리 국외기술연수 참석  영국 1명 3,493        

11.5.~11.8.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벤치마킹  대만 1명 238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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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비고

11.7.~11.16. 정보화마을 해외 우수사례 및 선진지 연수   호주,뉴질랜드 1명 4,059        

11.9.~11.14. NFPA기준 로프구조시스템 교육  일본 2명 2,773        

12. 1.~7. 제24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폴란드 1명 4,271        

12. 11.~14.
동경소방청 등 일본지령실 운영 및 백업센터 구축 벤

치마킹
 일본 1명 1,313        

12.03.~12.08 탈북민 정착지원 실무자 해외 워크숍(남북교류과)  태국, 라오스 1명 2,201        

12.04.~12.07. 강원도 어업기술 정책발굴을 위한 일본국 시찰  일본 3명 3,793        

12.05.~12.13. 2018년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 국외연수 여비 지급  미국, 캐나다 1명 4,441        

12.05.~12.9. 해외테마파크 현지시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명 2,018        

12.06 ~ 12.08
2018년 베트남 하노이 강원도 농식품 판촉홍보전 추

진계획
베트남 1명 986           

12.08.~12.15.
스포츠어코드컨벤션 유치 및 무장애 관광 벤치마킹

여비 지급
 벨기에, 제네바 2명 7,520        

12.09.~12.12.
망상 국제관광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호텔 유치 업무

협의 및 시찰
 홍콩 2명 2,893        

12.09.~12.13. 강원한우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싱가포르 시장개척  싱가포르 1명 1,918        

12.09.~12.15. 포스트평창! 캐나다 지역 강원관광세일즈 추진  캐나다 1명 3,298        

12.09.~12.15. 캐나다 강원 관광 세일즈 추진 국외출장 여비  캐나다 1명 2,687        

12.09.~12.15. 캐나다 강원 관광 세일즈 추진 국외출장 여비  캐나다 1명 3,469        

12.09.~12.15. 캐나다 강원 관광 세일즈 추진 국외출장 여비  캐나다 1명 157           

12.09.~12.15.
포스트평창 캐나다 지역 강원관광세일즈 추진(관광마

케팅과)
 캐나다 1명 2,402        

12.10 ~ 12.12
중국 지린성 주최 한국 자매우호지역 교류공무원 초

청 연수 참가대표단
 중국 2명 1,375        

12.10 ~ 12.13 중국 투자유치 TF 파견사업단  중국 2명 2,947        

12.10.~12.13. 2018년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해외연수  일본 9명 11,844       

12.10.~12.14.
공무국외여행(강원도 일자리 공제조합 벤치마킹) 취소

수수료
 스웨덴, 핀란드, 독일 2명 1,033        

12.10.~12.14. 수익형 시장 모델 발굴 추진  태국 2명 2,796        

12.11.~12.14. 종합상황실 선진사례 파악을 위한 기관방문  일본 5명 6,791        

12.11.~12.18.
미시령 옛길 생태복원사업 해외우수사례 견학 여비

지출
 뉴질랜드 1명 3,119        

12.11.~12.18.
미시령 옛길 생태복원사업 해외우수사례 조사 숙박비

정산 지급
뉴질랜드 1명 256           

12.13 ~ 12.17 미국 강원농식품 판촉 홍보전 참가  미국 1명 1,644        

12.15.~12.26. 페루 대왕오징어 생산현황 및 오징어 가공업체 조사  페루 1명 4,407        

12.17 ~ 12.19
일본시장 개척 강원도 우수상품특판전 수출상담회 추

진
 일본 3명 3,601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12.18 ~ 12.19 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mou 체결  중국 4명 4,357        

12.18.~12.22. 총무행정분야 해외선진사례 견학 관련 국외출장비  싱가포르 5명 8,495        

12.18.~12.22.
강원도-허베이성-나가노 간 동계올림픽 혐렵포럼 참

석
 중국 허베이성 4명 4,421        

12.20.~12.22.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단둥 방문(남북교류과)  중국 2명 1,863        

12.26 ~ 12.29 강원 농수산식품 대만 홍보·판촉전 참가  대만 2명 2,586        

12.4.~12.12.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 인솔  스페인 1명 3,652        

12.5.~12.7. 보건환경분야 선진지 견학  일본 4명 3,614        

12.5.~12.9. 해외테마파크 현지시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1명 2,018        

12.9.~12.15. 화생방제독차 제작에 따른 중간검수  독일 5명 10,206       

18.04.~'19.03. 2018년 일본돗토리현 파견공무원 항공운임 지출  일본 1명 567           

기타
동북아지역 지방정부연합회 국제인재교류 협의 회의

참석(비자발급비)
 - - 110           

기타
공무국외여행(제14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변

경에 따른 취소수수료 지출결의
 - - 2,257        

기타 공무국외여행 취소수수료 지급  - - 250           

기타
2018년 중국 지린성 파견공무원 항공운임 및 준비금

지출결의
 - - 686           

기타
강원유학박람회 중국현지출장 관련 비자발급수수료

지급
 - - 265           

기타 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취소 수수료  - - 439           

기타
중국 칭다오농식품특판전 참가 여비 반납(숙박비 오

계산)
 - - 104-           

기타 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항공운임 취소수수료  - - 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