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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1.1~12.31 국외 장기 교육훈련과정 운영 미국, 캐나다 4 118.1 

1.5~1.14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선진지 국외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1 4.2  

1.9~1.13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해외 연수 수행 말레이시아 1 1.4  

1.13~1.19 일본 마그네슘기업 대상 투자설명회 개최 일본 2 3.2  

1.15~1.19 일본기업 투자유치 세일즈 일본 1 1.6  

1.17~1.21 강원인삼 및 농식품 판촉 홍보전 참석 홍콩 1 1.9  

1.20~27 지방관리도로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 비교 시찰 중국외 2 2 5.6  

1.20~1.27 국제여자청소년축구대회 지원 중국 1 1.3  

1.22~1.26 동카자흐스탄주 2차 TF회의 참석 및 현지점검 출장 카자흐스탄 2 5.2  

1.22~1.29 서유럽 주요 국가 복지제도와 사례 분석 프랑스, 벨기에 1 1.6  

1.23~1.27 동계올림픽 유치기념 국제 여자축구대회 개최지원 중국 2 4.3  

1.23~1.27 국제여자청소년 축구대회 임원진참가 중국 2 3.0  

1.26~1.30 알파인경기장건설울 위한 국제스크연맹 협의 스위스 2 6.3  

1.26~2.1 강원도-두바이간 의료기기 산업교류 두바이 2 8.9  

1.27~2.1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와의 경제교류협약 체결 인도 3 9.4  

1.28~2.1 산지전용ㆍ토석채취허가 복구제도 해외연수 일본 3 4.4  

2.1~2.6 2014소치동계올림픽준비사항 벤치마킹 러시아 7 25.9  

2.8 중국 지린성 공무원 파견 중국 1 0.9  

2.13~2.18 태국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연계 세일즈 추진 태국 2 3.6  

[별첨 3] 2013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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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2.22~3.2 카자흐스탄과업무협의를위한출장여비 카자흐스탄 1 3.7  

2.24~2.26 GTI박람회 참가협조를 위한 중국방문 중국 4 5.5  

2.25~3.1 택시노조 국외연수 및 선진노사문화 벤치마킹 중국 1 1.5  

2.26~3.1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전략 수립 중국 3 6.3  

2.28~3.9 통합유역관리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개발 미국, 캐나다 1 5.8  

2.28~3.9 통합유역관리 및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개발 미국, 캐나다 2 5.5  

3.2~3.28 장기요양보험제도 관련 국외 우수시설 견학 체코 외 4 1 3.7  

3.3~3.6 강원관광서비스 경진대회 입상자 해외연수 인솔 일본 동경 1 1.3  

3.3~3.8 소치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시설 벤치마킹 러시아 9 32.7  

3.5~3.8 2013 업무협의단 돗토리현 출장여비 일본 3 3.7  

3.11~3.14 방재분과위원회 참석 일본 2 1.2  

3.12~3.14 제14차 GTI조정관회의 참가를 위한 중국방문 중국 1 0.9  

3.15~3.2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워크숍 중국 1 1.0  

3.18~3.21 국내복귀의향기업 유치 현지 투자설명회 개최 중국 6 6.9  

3.19~3.23 백두산항로 취항 환영행사 참석 중국, 러시아 1 0.9  

3.19~3.23 속초,자루비노,훈춘항로 취항기념 국외출장 러시아, 중국 6 4.9  

3.19~3.27 2013 의료급여 관계자 해외연수 독일 외 2 2 7.0  

3.24~3.29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지원 수행 베트남 2 3.6  

3.25~3.28 우호교류 실무협의 중국 안후이성 방문 중국 2 2.7  

‘13.4~ ’14.3 일본 돗토리현 공무원 파견 일본 1 0.6  

4.1~4.5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수행 홍콩,대만 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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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4.1~4.6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수행 베트남, 캄보디아 2 4.0  

4.2~4.11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 프랑스 외 2 1 3.6  

4.2~4.26 강원도농업타운 운영관리 및 기술지원 몽골 2 2.4  

4.3~4.12 선진자활사업및기금활용방안,협동조합현장체험 캐나다 1 4.3  

4.3~5.4 선진 노인주거시설 견학 및 전문성 배양 홍콩, 싱가포르 1 2.1  

4.3~5.4 장애인복지사업 국제교류 참가 일본 3 3.4  

4.6~4.13 스마트한 사회 만들기 국외연수 독일 1 2.0  

4.6~4.13 지방정부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독일 1 4.0  

4.7~4.13 해외수산자원 관리실태 및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호주 1 2.9  

4.7~4.13 제12차 국제 해안심포지움 영국 1 3.9  

4.8~4.20 직무전문화 해외연수(2팀) 미국, 캐나다 4 10.0  

4.8~4.9 교류사업협의를위한지린성출장여비 중국 3 2.6  

4.9~4.15 EATOF 회원국 인도 UNWTO 총회 참석 싱가포르 외 2 3 4.6  

4.9~4.19 중남미 의료기기 무역사절단 파견지원 멕시코 외 2 1 6.2  

4.10~19 선진 재난대응 시스템 도입을 위한 국외 연수 참가 러시아 외 3 2 8.2  

4.13~4.22 직무전문화 해외연수(1팀) 이탈리아, 독일 4 10.0  

4.16~4.24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미국 2 9.3  

4.18~4.21 해운항로 활성화 연계 러시아 연해주 세일즈 추진 러시아 2 3.3  

4.18~4.23 강원도 인센티브 관광상품 및 지원사업 소개 베트남, 인도 1 2.9  

4.21~4.27 바이오 2013 국제전시회 참가 미국 1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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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4.22~4.30 외국의 문화재 활용사례 조사 호주, 뉴질랜드 1 3.6  

4.22~5.1 선진국 보육제도의 비교 시찰 및 시설견학 체코 외 5 1 4.3  

4.23~5.1 직무전문화 해외연수(4팀) 중국, 러시아 5 9.3  

4.29~5.7 지적재조사 담당자 업무 역량증진 해외연수 일본 외 2 2 7.7  

4.29~5.8 직무전문화 해외연수(3팀) 독일 외 2 5 12.5  

4.30~5.4 노인주거시설 및 간판경관 선진사례 벤치마킹 홍콩, 싱카포르 1 2.1  

4.30~5.4 독거노인 주거복지 정책 등 국외사례 수집 홍콩, 싱가포르 3 6.4  

4.30~5.6 교육위원회 국외연수 수행 베트남, 캄보디아 2 3.4  

5.4~5. 8 LED집어등 연구에 관한 학술발표 참석 타이 1 1.6  

5.6~5.9 중국지린성 행정학원 협의서 교환 및  교육훈련 중국 3 2.2  

5.7 GTI박람회 조직위원장 위촉패 전달 일본 도지사외2 3.5  

5.13~5.17 제12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의제협의 캐나다 1 3.0  

5.14~5.17 동북아지역 경협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현지실사 러시아, 중국 1 1.5  

5.15~5.22 이란 테헤란 의료박람회 참가 이란 1 2.4  

5.19~5.24 산촌진흥 정책관련 해외연수 일본 1 1.5  

5.20~5.24 직무전문화 해외연수(5팀) 일본 3 2.8  

5.20~5.24 사무혁신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1 1.0  

5.20~5.25 통일미래지도자과정 해외연수 중국 1 1.8  

5.20~5.27 태국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태국 1 1.7  

5.22~5.30 통계작성기관 통계실무자를 위한 해외연수 프랑스,영국 1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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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5.22~5.31 보행환경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영국 외 2 2 8.6  

5.23~5.27 굴러라 감자원정대 전통시장 상품 판로개척 미국 2 6.1  

5.23~6.2 유럽산악구조기술 습득 오스트리아 3 12.0  

5.24~5.28 DMZ 60주년 기념 한국전참전국 보은의 방문 캐나다, 미국 2 8.9  

5.26~6.1 2013년 정부업무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인도네시아, 

태국
1 0.9  

5.27~5.31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중국 4 5.0  

5.27~6.1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조성 및 운영 실태 점검 몽골 3 4.4  

5.27~6.4 2013녹색리더포럼우수회원연수 미국 1 2.1  

5.28~5.31 제13회 EATOF총회관련 사전 방문 점검 베트남, 라오스 1 1.8  

5.29~6.5 2013년도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스위스
1 4.2  

5.30~6.7 해외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우수사업 벤치마킹 네덜란드, 독일 1 3.7  

6.1~6.8 몽골 농업 투자 가능성 및 몽골 작물 생산성 검토 몽골 1 1.6  

6.1~6.9 산사태 재해대책 정책연수
오스트리아, 

스위스
1 1.7  

6.3~6.4 강원관광 중국행사 특별판촉 추진 중국 도지사외6 7.1  

6.8~6.15 해외 u-헬스 운영사례 연수 호주, 뉴질랜드 2 7.1  

6.8~6.15 2013년 조림 담당자 해외정책연수 몽골, 러시아 1 1.9  

6.9~6.13 ‘13년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담당공무원 관광현장 답사 일본 1 0.5  

6.9~6.14 국공립연구기관협의회 우수공무원 임업선진지 견학 일본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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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6.10~6.14 2013년도 제2차 자율관리어업 해외연수 일본 1 1.6  

6.12~6.14 2013년 홍콩국제관광박람회 참가 홍콩 2 2.5  

6.13~6.29 차세대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 국외연수 독일 외3 5 29.7  

6.16~6.20 2013 강원도 자원봉사 관리자 국제봉사활동 캄보디아 1 1.3  

6.16~6.21 CBD 제2차 지방정부 자문위원회 참가 스페인 2 5.7  

6.16~6.22 2013년 산불방지관리과정 해외연수 호주 1 2.5  

6.17~6.22 선진유역관리체계 체험 뉴질랜드 2 2.4  

6.17~6.22 지린성 행정학원 연수 중국 5 3.1  

6.17~6.27 여성리더과정 국외연수 독일 외4 1 5.3  

6.17~7.27 글로벌리더과정 국외연수 캐나다 3 12.8  

6.18~6.22 해외 대규모 리조트 성공사례 벤치마킹 상해, 홍콩 3 5.0  

6.21~6.23 양양-다롄 노선 전세기사업자 창립 행사 참석 중국 1 0.7  

6.22~6.29 2013 선진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 시책정책연수 호주 , 뉴질랜드 2 6.6  

6.23~6.29 2013 지역에너지절약 담당공무원 국외 연수 스페인,프랑스 2 5.5  

6.24~6.28 중국무역사절단 파견 운영 중국 1 1.6  

6.24~6.28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강원의료설명회 추진 인도네시아 3 4.4  

6.24~6.28 농림수산위원회 국외연수 수행 베트남 2 2.8  

6.24~6.29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일본 5 7.5  

6.24~6.29 백년기업 글로벌 장수기업 탐방단 운영지원 독일 외 2 2 5.7  

6.24~7.4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스페인 외 3 3 17.0  

6.24~7.4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연수 러시아 외 8 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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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6.24~7.4 핵심리더 글로벌안목 배양을 위한 국외연수 인솔 스위스 등 4 20.8  

6.25~6.28 중국 연변주(연길,훈춘시)현지 홍보마케팅 추진 중국 2 2.9  

6.27~7.5 중부내륙철도 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 스위스, 이탈리아 1 3.7  

6.28~7.6 지방정부 선진사례 해외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2 6.5  

6.30~7.5 선진해외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시찰 오스트레일리아 1 2.9  

6.30~7.7 2013 산림병해충 방제 해외정책 연수 중국, 몽골 1 1.2  

7.1~7.9 선진 장애인활동지원 사례 수집· 현장 경험 호주, 뉴질랜드 1 2.1  

7.1~9.30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외교육생 체재비 미국 2 17.1  

7.3~7.7 ICCT 2013 학술대회 참가 태국 1 1.4  

7.4~7.12 해외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 미국 1 2.3  

7.7~7.13 선진 지방세제도 벤치마킹 일본 1 1.7  

7.8~7.12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연수 중국 2 2.9  

7.12~7.16 제4회 한일러 청소년 체육교류 일본 2 1.2  

7.14~7.21 고품질안전축산물육우·벌꿀생산선진농업연수 호주, 뉴질랜드 2 6.2  

7.22~7.27 국내복귀기업 유치 업무협약 체결 중국 2 5.0  

7.25~7.29 몽골 튜브도 90주년 경축행사 참석 몽골 5 7.2  

7.25~7.31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및 현지 연찬회 추진 몽골 3 5.7  

7.28~7.31 농림수산위원회 국외연수수행 일본 1 1.5  

8.2~8.13 2013 청소년 유럽연수 독일 외 4 1 4.4  

8.4~8.8 식품박람회 참가 추진 일본 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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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8.4~8.9 제20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 참가 일본 2 1.5  

8.5~8.11 미국 플로리다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지원 미국 1 4.7  

8.5~8.12 2013년 중국 안후이성 체육교류 참가 중국 1 0.9  

8.5~8.12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협의회 해외 지방의회 시찰 모스크바, 
우즈베키스탄 1 3.7  

8.6~8.20 국제학술대회 참가 노르웨이 2 3.2  

8.6~8.9 우호교류 일본 토야마현의회 방문 수행 일본 3 4.0  

8.8~8.10 투지유치 및 관광마케팅 협의 방문 말레이시아 도지사외1 3.9  

8.9~8.13 북미주 강원도민총연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지원 미국 2 7.2  

8.11~8.13 강원도 청소년예술단 돗토리현 방문 일본 1 0.5  

8.14~8.18 싱가포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연계 해외마케팅 싱가포르 2 3.5  

8.14~8.24 옥수수 유전자원 수집 캄보디아 1 4.1  

8.21 제1회 GTI 지방협력위원회 참가 중국 2 2.3  

8.21 제9회 중국연길두만강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 참가 중국 2 4.0  

8.23~8.31 2013년 평생교육 우수사례 국외테마연수 참가 핀란드 외 2 1 4.0  

8.24~8.31 지자체 교류현장 방문 및 사례조사 독일 1 3.8  

8.26~8.30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연수 중국 1 1.1  

8.26~8.30 강원쌀농업인연구회 해외농업연수 인솔 중국 1 1.3  

8.26~8.31 원예전문생산단지화훼류 선진물류 조사
말레이시아, 

베트남
1 2.2  

8.26~9.04 농업선진국 국외연수를 통한 지도사업 활성화 미국외 1 1 4.5  

8.26~9.5 중견리더과정 국외연수 캐나다 외8 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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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8.27~8.31 전통시장 상인대표 선진 우수시장 연수 일본 2 3.1  

8.28~8.30 제18회 동북아지사성장회의 실무회의 참석 러시아 2 2.7  

8.28~9.5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 해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1 4.9  

8.29~9.5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선진사례조사 스페인, 포르투칼 1 4.0  

8.29~9.6 선진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에 대한 연수
오스트리아, 

독일
1 4.9  

8.30~9.3 K-POP 페스티벌 호주 본선 참가 오스트레일리아 2 3.5  

8.30~9.6 선진 산림문화 휴양시설 해외연수 노르웨이, 핀란드 1 1.3  

8.30~9.7 2013년 시도 유럽 지방분권 연수 참가 터키 외 2 1 1.3  

9.1~9.12 통일미래지도자과정 국외연수 모스크바 외 5 1 6.1  

9.2~9.12 고위정책과정 국외연수 체코 외 3 2 13.7  

9.2~9.12 2013 한국ㆍ말레이시아 국가간 청소년 교류 말레이시아 1 1.0  

9.2~9.5 2013년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참가자 인솔 일본 1 1.1  

9.2~9.6 고급리더과정 국외연수 중국 3 3.9  

9.2~9.6 협력치안 및 법질서 선진지 견학 일본 1 1.3  

9.2~9.6 선진치안인프라 견학 일본 2 2.6  

9.4~9.11 한·중 청소년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특별교류 중국 1 0.2  

9.4~9.8 수산식품 전시회 및 특판행사 추진 러시아 2 3.3  

9.5~9.10 제125회IOC총회공식대표단및지원단참가 아르헨티나 4 29.4  

9.5~9.12 동북아시아 박람회 참가지원 중국 1 1.8  

9.5~9.12 미래농업대학과정 해외연수 인솔 일본 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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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9.5~9.13 가축전염병 선진 방역관리 시스템 시찰
네덜란드, 

덴마크
1 4.7  

9.5~9.7 제9회 중국 동북아박람회 참가 중국 도지사외3 4.9  

9.5~9.8 말레이시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연계 해외마케팅 말레이시아 1 1.0  

9.7~9.10 제2회 동북아 관광 포럼 참석 중국 2 2.3  

9.7~9.10 제8회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일본 2 1.4  

9.8~9.11 제4회 동북아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단 수행 러시아 3 4.2  

9.8~9.13 산림정책리더과정 공무 국외연수 일본 1 1.5  

9.8~9.15 옥외광고 선진사례 해외연수 미국 1 4.6  

9.8~9.17 중동-아프리카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이집트 외 2 1 4.2  

9.9~9.11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중국 1 0.9  

9.9~9.14 화재조사감식 연수 일본 3 5.7  

9.9~9.17 모범구급대원 연수 노르웨이 외 2 2 7.6  

9.10~9.13 강원도 인센티브 관광상품 및 지원사업 소개 중국, 베트남 1 1.3  

9.10~9.13 제9회 강원도-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 참석 일본 6 2.4  

9.10~9.15 선진 해외 미세조류 연구정책 시찰 캐나다 1 1.5  

9.10~9.15 해외 미세조류 연구정책 벤치마킹 캐나다 1 2.4  

9.12~18 2013년 한일 생활체육 국제교류 일본 1 0.6  

9.20~9.27 캐나다 투자기업 현지방문 캐나다 도지사외2 16.2  

9.22~28 2013년 중국 지린성 체육교류 중국 2 1.9  

9.22~9.27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 투자 협의 캐나다 3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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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9.24~10.2 수질측정망 정도관리 국외연수 미국 1 3.7  

9.24~10.3 국가기초구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국외정책연수 미국 1 4.0  

9.25~10.12 2013년 산불조사감식과정 해외연수 캐나다 1 2.4  

9.26~10.1 FAO-KMI 국제세미나 참석 이탈리아 1 1.0  

9.26~9.28 한일 지방관광 교류 서미트 일본 1 0.7  

9.27~10.3 북방적응 옥수수 품종육성을 위한 중국현지 실증시험 중국 2 3.5  

9.30~10.2 레고랜드 테마파크 벤치마킹 말레이시아 4 6.0  

9.30~10.4 러시아 강원의료설명회 참석
러시아,

 카자흐스탄
3 8.5  

9.30~10.7 ICDO 가입협의 및 선진민방위 운영시스템 연수 핀란드 외 2 1 4.9  

10.4~10.15 강원농식품 판촉홍보전 추진 뉴욕, 캐나다 1 2.3  

10.5~11.11 강원도메릴랜드 교류 추진 미국 1 3.6  

10.9~10.15 지방행정연수원 지자체 공무원 방일연수 일본 1 1.8  

10.13~10.22 외국의 감사제도 및 내부통제활동 조사 미국, 캐나다 1 4.8  

10.13~10.24 친환경농업 육성 담당자 연수 독일 외 2 1 4.1  

10.13~11.23 Fire-fighter 과정 미국 1 20.1  

10.14~10.22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교육생 국외연수 독일 1 4.4  

10.15~10.18 노던포럼총회참가,협력사업제안및도정홍보등 러시아 2 6.8  

10.15~10.19 제27차 해외수산기반조사반 일본 1 1.3  

10.16~10.19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국외연수 일본 1 1.0  

10.16~10.22 제13회 EATOF 총회 및 동남아 특별관광세일즈 베트남 외 2 5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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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10.16~10.23 강원농식품 판촉홍보전 추진 미국 1 1.4  

10.16~10.24 농어업유산 및 경관정책 관계자 연수 스페인, 이탈리아 1 4.3  

10.17~10.20 2013년 타이베이 국제여전 대만 2 2.4  

10.18~10.21 일본 돗토리현 에코투어리즘 참석 일본 도지사외1 2.4  

10.20~10.23 일본 관서지역 강원관광 세일즈 일본 4 5.5  

10.20~10.26 지자체 지식재산정책 역량강화 연수 미국 1 3.5  

10.20~10.28 몽골농업투자가능성및몽골 몽골 1 1.6  

10.21~10.25 선진화재진압기술 연수 싱가폴 18 25.8  

10.21~10.26 국외 도시방재 사례연수(중국) 중국 9 16.9  

10.22~10.24 한중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중국 2 1.8  

10.27~11.3 여권사무대행기관 해외시찰 독일 외2 1 2.1  

10.28~10.31 제14차 GTI총회 참가 몽골 3 4.0  

10.28~11.1 메디컬 크리에이션 후쿠시마전시회 참석 일본 1 1.3  

10.28~11.2 국외도시방재사례연수 일본 2 3.5  

10.28~11.2 국외도시방재사례연수 일본 6 8.1  

10.28~11.4 전문성향상 및 선진제도 연구 미국, 캐나다 1 4.3  

10.28~11.4 지방세 담당공무원 선진제도 연구 미국 1 4.1  

10.29~11.1 제18회 동북아지사성장회의 참석 러시아 8 10.2  

10.29~11.1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제11회 환경분과위원회 참석 일본 2 0.7  

10.29~11.1 제18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환경협의회 참석 러시아 2 2.0  

10.29~11.1 제18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미술작품 전시회 참석 러시아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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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10.29~11.4 2013년 중국 랴오닝성 체육교류 중국 2 1.5  

10.30~11.5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 참석 중국 1 1.8  

11.1~11.6 우호교류 동카자흐스탄주의회 방문 카자흐스탄 2 5.6  

11.1~12.5 EMS(응급구조사)실습 과정 미국 1 11.7  

11.3~11.10 선진 유역관리 및 기금운용의 효율적 방향 모색 호주, 뉴질랜드 1 3.7  

11.5~11.8 투자유치 전략수립에 따른 선진지 방문 일본 3 4.0  

11.7~11.10 강원도-돗토리현 상호교류 및 관광홍보 참가 일본 3 2.2  

11.8~11.15 외국의 문화재 활용사례 조사
캄보디아, 

라오스
1 2.0  

11.9~11.17 제1회 시베리아 국제 산불방지ㆍ보호장비 박람회 참석 러시아 1 1.8  

11.10~11.12 제15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일본 1 0.9  

11.12~11.16 홍콩미용박람회 홍콩 1 1.6  

11.13~11.16 저영향 선진 유역관리 해외사례 조사 일본 2 2.0  

11.13~11.17 CBD COP11 개최 관련 정보 공유 및 자료수집 인도 3 6.6  

11.14~11.16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홍콩관광 홍보설명회 홍콩 2 2.6  

11.15~11.18 제11회 재독 강원인의 밤 행사 지원 독일 2 3.8  

11.17~11.20 공동연구사업 추진방안 모색 및 수정란 확보 협의 러시아 3 4.0  

11.17~11.23 2013년 혁신도시 담당공무원 해외선진도시 연수 프랑스, 스웨덴 1 4.4  

11.18~11.21 고층건축물대응시스템 연수 홍콩 6 8.2  

11.18~11.23 UNFCCC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 폴란드 2 5.9  

11.19~11.24 독일 국제의료기기 전시회MEDICA 2013 참관 독일 외1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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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1.22 도의회 연해주무역사무소 현지시찰 업무지원 러시아 1 1.2  

11.20~11.22 도의회 길림성무역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업무지원 중국 1 0.8  

11.20~11.22 길림성강원도무역사무소 행정사무 감사 실시 중국 1 0.8  

11.20~11.22 연해주무역사무소 현지 시찰 수행 러시아 1 1.1  

11.25~11.30 대만 신베이시와 타이중시간 교차홍보 실무협의 대만 외 2 2 5.8  

11.25~12.2 장애인소득보장 해외선진사례 조사 영국 1 3.5  

11.25~12.2 임산버섯 업무협의 체결 및 기술이전협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렌드
2 9.2  

11.25~12.4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촉진 및 증식을 위한 파종 캄보디아 1 1.9  

11.27~12.5 성인지정책 선진사례 조사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1 3.4  

11.27~12.6 투융자심사제도 개선관련 국외정책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1 4.4  

11.28~12.6 특수상황지역 발전정책을 위한 국외연수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1 4.7  

11.29~12.5 성과거양 우수팀 해외 특별연수 독일 3 9.9  

12.2~12.11 성과거양 우수팀 해외 특별연수 호주 3 10.5  

12.3~12.13 2013년 교수요원연찬대회 참가 덴마크 외 2 1 5.3  

12.3~12.6 중국 투자유치 활동 추진 중국 2 3.1  

12.4~12.11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네덜란드 외 2 1 3.5  

12.4~12.12 원주 의료기기 등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 세일즈 스위스, 독일 2 9.0  

12.4~12.6 경제교류 협력 추진을 위한 몽골 튜브도 방문 몽골 2 3.3  

12.6~12.10 2013년 미북서부 강원인의 밤 행사 지원 미국 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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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2.11 동해안권 관광진흥협의회 일본관광홍보 설명회 일본 2 2.6  

12.8~13 2013년 전국체전 유공자 해외연수 태국 방콕 1 1.6  

12.9~12.20 제48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산업시찰 스페인 외 2 2 11.0  

12.10~12.14 EFEZ 일본 투자유치 TFT 출장 일본 5 9.7  

12.10~12.19 선진국 지방정부 평가 연구 국외훈련 참가 미국, 캐나다 1 4.4  

12.15~12.19 국제항로(속초~자루비노~훈춘) 기항지 현지답사 중국, 러시아 2 3.2  

12.15~12.20 캐나다 투자기업 현지방문 캐나다 2 8.9  

12.15~12.23 성과거양 우수팀 해외 특별연수 영국 외 3 2 8.1  

12.16~12.17 일본 의료기기분야 투자유치 세일즈 일본 2 2.1  

12.16~12.19 일본현지 기업 투자유치설명회 일본 5 6.9  

12.16~12.21 국외 청사정원 및 청사관리실태 관련 해외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2 6.3  

12.17~12.21 부서동아리 경진대회 우수동아리 국외 연수 태국 5 5.0  

12.18~12.25 조직관리 해외연수 스페인 4 9.9  

12.18~12.26 동계올림픽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해외 벤치마킹 이탈리아 1 3.2  

12.18~12.26 폐광지역 소득사업 개발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체코 외 3 2 7.8  

12.23~12.28 강원 특산품 LA 특판전 지원 미국 2 6.6  

12.23~12.28 강원 수산특산품 특판전 추진 미국 2 7.5  

12.26~12.30 강원인삼 판촉홍보전 추진 홍콩 2 4.0  

12.26~12.30 도내 수학여행 교류관계자 현지방문 중국 1 1.0  

12.30~1.12 동계 해외 세대촉진 및 증식을 위한 파종 캄보디아 2 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