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2] 5-5. 국외여비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210명 2,253,102 

01.06.~01.08.
사임당 방영연계 송승헌 팬미팅 현장

관광홍보 이벤트 추진
 싱가포르 1명 2,014        

01.13.~01.26. 옥수수 동계해외 세대촉진 및 증식을 위한 교배  캄보디아 1명 2,740        

01.16.~01.20. 해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세미나(일본) 출장  일본 1명 629           

01.17.~01.21. 2017강원수산가공식품 홍보 판매전 지원  호주 2명 4,508        

01.21.~01.28. 2017 러시아 알타이주 체육교류 참가  러시아 1명 1,055        

02.01.~02.12.
지역발전사업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이탈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1명 5,300        

02.06.~02.08. 중국 광동성(광저우,선전) 공무국외여행  중국(광동성) 2명 4,029        

02.06.~02.12. 미국2차 강원수산가공품 홍보특판전 지원  미국 2명 6,474        

02.13.~02.17. 신규헬기 공정검사(최종검수)  미국 4명 10,599       

02.16.~02.26.
해외선진 예산제도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

티아, 슬로베니아, 체코
2명 9,826        

02.18.~02.26. 강원일자리안심공제 설계를 위한 벤치마킹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2명 7,548        

02.18.~02.26. 강원일자리안심공제 설계를 위한 덴마크 벤치마킹  덴마크 1명 3,868        

02.18.~04.30. 신규소방헬기(조종 및 정비) 기종교육  이탈리아 4명 52,967       

02.19.~02.22.
제22회 동북아 실무대표자회의 및

GTI협의 나가노현 방문
 일본 2명 3,030        

02.19.~02.23.
동북아 실무대표자회의 참가 및

GTI박람회 나가노현 참가 협조 일본기업 방문
 일본 1명 1,938        

02.19.~02.23. 일본기업 방문(동경 시장조사 및 오사카 기업 방문)  일본 1명 1,315        

02.20.~02.24.
춘천속초철도 추진 관련

미국 실버타운 우수사례 견학 및 자료수집
 미국 4명 8,294        

02.22.~02.25. 강원유통업협회 중국 지린성 판로개척 위한 방문  중국(지린성) 2명 2,351        

02.22.~02.25. 메가이벤트 자원봉사자 운영 벤치마킹  일본 2명 3,020        

03.01.~03.03.
제13회 국제 수소 연료전지 박람회

(FC EXPO 2017) 참관
 일본 1명 1,221        

03.02.~03.10. 2017년 지도기획 국제교류 국외출장  스웨덴, 포르투갈 1명 3,836        

03.06.~03.08. EFEZ 옥계지구 개발을 위한 투자 협의 등 중국방문  중국 3명 3,287        

03.08.~03.10. 2017 도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일본(도쿄) 2명 2,200        

03.13.~03.16.
EFEZ 망상지구 외자유치를 위한

중화권 싱가포르 통합IR
 싱가포르 2명 3,664        

03.13.~03.19.
강원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한

모스크바 관광박람회
 러시아 3명 8,989        

03.14.~03.17. 강원도 동남아 국외본부 설치 사전답사  베트남 3명 3,702        

[별첨2] 2017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합      계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3.15.~03.24.
옥수수 동계해외 세대촉진 및

증식사업 수확 및 생산종자 송부
 캄보디아 1명 1,904        

03.19.~03.25. 베트남 해외현지연수 운영  베트남 1명 1,549        

03.20.~03.24. 상생협력 개발모델 벤치마킹 및 해외 투자유치 협력  덴마크, 영국 3명 11,318       

03.22.~03.31. 강원비전 2040수립 국외 정책연수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2명 9,750        

03.23.~03.25. 강원관광 홍보설명회 및 일본세일즈 추진  일본 3명 3,455        

03.23.~03.25. 산림분야 MOU체결을 위한 길림성 임업청 방문  중국(장춘) 4명 3,307        

03.28.~03.31. 러시아 달라그로 식품박람회 참가  러시아 3명 4,200        

03.29.~03.30. 조선족 기업가와의 협력강화 및 투자협의  중국(베이징) 3명 1,975        

03.29.~03.30. 일본 나고야 '레고랜드 재팬' 방문  일본 6명 5,131        

04.03.~04.07. 평창동계올림픽 및 평창관광 북미설명회 참가 여비  캐나다, 미국 1명 2,961        

04.04.~07.08. 캐나다 앨버타 방문 토털마케팅 추진  캐나다 1명 3,075        

04.07.~04.11. 베트남 한국문화관광대전 참가  베트남 4명 5,721        

04.09.~04.13.
제22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참가 및

동계올림픽 붐업조성
 일본 5명 8,720        도지사

04.09.~04.13.
제22회 동북아 지사성장회의 참가 및

동계올림픽 붐업조성
 일본 8명 9,993        

04.10.~04.13. 일본 언론 홍보 해외출장  일본(도쿄) 2명 3,200        

04.14.~04.18. 라오스 루앙프라방 지역축제 벤치마킹 라오스 1명 1,320        

04.17.~04.21. 제8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포럼 참가수행  일본 4명 7,110        

04.17.~04.22. 2017년 국제농업협력 해외연수  태국 1명 1,684        

04.17.~04.26. 방재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그리스, 이탈리아 2명 8,756        

04.18.~04.27. 감염병(결핵)관리 역량강화 국외연수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2명 8,568        

04.19.~04.22. 2017 중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1명 1,680        

04.19.~04.22. 2017 중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우루무치) 1명 1,593        

04.24.~04.28. 2017 베트남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베트남 1명 1,150        

04.25.~04.27.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외투유치협의 및 기업IR
 중국 2명 2,835        

04.25.~04.28. 베트남 호치민 강원의 날 행사 추진  베트남(호치민) 1명 1,180        

04.25.~04.28. 베트남 호치민 강원의 날 행사 추진  베트남 4명 5,205        

04.26.~04.28. 해외 테마파크 벤치마킹  일본 5명 3,944        

04.26.~04.28.
레고랜드코리아 성공 조성을 위한

일본 테마파크 벤치마킹
 일본 5명 3,770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4.26.~05.01. 호주지역 강원도 특산품 홍보특판전 지원  오스트레일리아 2명 4,843        

04.26.~05.02. 특수구조단 국외 선진제도 연수 국외업무여비 지출  미국 3명 8,009        

04.26.~05.04.
2017년 모범구조대원 국외 선진제도

연수  지출
 미국 2명 7,885        

04.28.~05.03. 광저우 강원상품관 특별판매행사 추진 및 재고조사  중국(광동성) 1명 1,390        

05.02.~05.06. 후쿠오카 문화관광대전 참가  일본 1명 1,151        

05.04.~05.05.
강원도 환동해 크루즈 돗토리현 입항 축하 세레모니

참가
 일본 3명 1,260        

05.04.~05.07. 2017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대만 1명 1,443        

05.07.~05.13.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정보습득  몽골 1명 1,492        

05.11.~05.19. 사회복지공무원 해외연수
독일,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3명 12,572       

05.11.~05.20.
4차 산업혁명 대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동향 파악 및 벤치마킹
 미국 2명 8,668        

05.14.~05.17.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해외사례 벤치마킹
 일본 5명 5,261        

05.14.~05.19.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싱가포르, 오사카 3명 3,855        

05.14.~05.19. 속초항 크루즈 승선체험  일본 1명 1,274        

05.14.~05.19. 속초항 크루즈 승선체험  일본 1명 1,274        

05.14.~05.19.
레고랜드코리아 성공 조성을 위한

해외 테마파크 벤치마킹
 일본, 말레이시아 4명 5,215        

05.14.~05.19. 속초항 출발 크루즈 승선체험 여비 일본 2명 2,550        

05.14.~05.19. 속초항 출발 크루즈 승선체험  러시아,일본 2명 2,591        

05.14.~05.19. 속초항 출발 크루즈 승선세첨  일본, 부산 2명 2,548        

05.14.~05.21. 연어양식 산업화 실현을 위한 해외선진지 사례견학  노르웨이, 덴마크 2명 10,216       

05.16.~05.20. 2017 상하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중국(상하이) 1명 1,460        

05.16.~05.26. 2017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유럽연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1명 4,030        

05.17.~05.19. 중국 허베이성 올림픽 고위급 포럼 참가  중국(베이징) 3명 2,939        

05.17.~05.19. 일본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방문  일본 2명 2,408        

05.17.~05.23. 일본 도쿄 강원관광 특별세일즈 추진  일본 10명 18,203       도지사

05.17.~05.26. 17년 지방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뉴질랜드, 호주 2명 8,986        

05.17.~05.26. 지적재조사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1명 4,603        

05.18.~05.20.
지방정부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일본 아이치현 방문
 일본(아이치현) 4명 4,230        

05.20.~05.26. 목재생산 산업분야 선진기술 정책연수  포르투갈, 스페인 1명 2,155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5.22.~05.24.
제5차 GTI NEA LCC 사전회의 및

물류실무자회의 참석
 중국(내몽고) 2명 2,740        

05.22.~05.26. 강원쌀 유통혁신 해외연수  일본 2명 3,168        

05.23.~05.27. 수산산업 창업 투자지원을 위한 일본 벤치마킹  일본 2명 4,022        

05.25.~06.01. 농촌축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지역축제 선진지 견학
 체코,헝가리,

오스트리아
1명 3,535        

05.26.~06.02. 선진인사제도 연구 국외연수  덴마크 2명 8,517        

05.27.~06.04. 제13기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국외연수  체코, 헝가리 2명 7,138        

05.28.~06.01. 제14기 핵심리더과정 한일역사문화탐방 인솔  일본 3명 3,983        

05.28.~06.03. 선진해외 가스안전관리시스템 조사  독일, 크로아티아 1명 3,684        

05.28.~06.03. 2017 FIG(국제측량사연맹) 상임위원회 참석  독일, 핀란드, 영국 1명 3,475        

05.29.~06.02. 핵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해외연수 인솔  일본 1명 1,277        

05.29.~06.05. 공공의료체계 및 의료서비스 해외연수 캐나다 1명 3,358        

05.29.~06.05. 2017 농림수산위원회 공무국외여행 의원 수행  태국, 라오스 2명 3,872        

05.29.~06.06. 저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킨  독일, 프랑스 1명 3,737        

05.29.~06.06. 저출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독일, 프랑스 1명 3,500        

05.29.~06.07. 재난관리분야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1명 2,418        

05.29.~06.07. 재난관리분야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3명 10,000       

05.30.~06.04. 크루즈 관광선 속초항 취항 홍보  러시아, 일본 3명 3,638        

05.30.~06.04. 속초항크루즈산업 승선체험  러시아, 일반, 부산 8명 9,251        

05.31.~06.09. 시책개발을 위한 시도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1명 2,344        

05.31.~07.19. 신규 소방헬기 운영을 위한 조종사 기종교육  이탈리아 1명 11,589       

06.01.~06.09. 2017 농촌경관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프랑스,스위스 1명 4,434        

06.02.~06.09. 해외 첨단 소방자동차 및 장비시찰 국외연수  미국 3명 12,128       

06.03.~06.10.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국외연수 영국 1명 3,962        

06.04.~06.10. 베트남 호치민 강원의날 개최 등 토털마케팅 추진  베트남(호치민) 3명 4,763        

06.05.~06.10.
지방소방학교 특성화(산불대응) 추진을 위한

국외연수
 오스트레일리아 3명 7,790        

06.05.~06.16. 미국 조지아대학교 특별정책훈련연수 참가  미국 1명 2,488        

06.06.~06.11. 경제사절단 시찰 연수  베트남 2명 2,760        

06.06.~06.11. 베트남 호치민 강원의 날 개최 등 토털마케팅 추진  베트남 9명 10,237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6.07.~06.10. GTI박람회 우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베트남(호치민) 1명 967           

06.07.~06.10. 베트남 호치민 강원의 날 개최 등 토털마케팅 추진  베트남 1명 979           

06.07.~06.10. 상황관리 및 정보통신 운영 시찰 국외연수  일본 12명 21,030       

06.07.~06.24. 2017년도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네덜란드,일본,

말레이시아
4명 9,123        

06.08.~06.10. 베트남 호치민 강원의 날 행사 추진  베트남(호치민) 1명 998           

06.09.~06.10. 베트남 호치민 강원의 날 개최 등 토털마케팅 추진  베트남 1명 863           

06.11.~06.17. 다목적 특수구조차 중간검수  오스트리아 4명 13,587       

06.11.~06.17.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농업기술 현지지도  몽골 1명 1,752        

06.12.~06.17. 2017년 전국 화재조사관 국외연수  일본 3명 463           

06.13.~06.16. 2017 해외 자원봉사 연수활동 참가  일본 1명 1,290        

06.13.~06.16.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활성화를 위한

일본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1명 1,516        

06.13.~06.17. 사회적경제 국제 교류  일본 1명 1,268        

06.13.~06.22. 17년 재산관리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1명 4,287        

06.14.~06.20. 2017 중국 랴오닝성 체육교류 참가 여비  중국 대련 2명 1,222        

06.15.~06.19.
중화권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연계

강원관광세일즈 추진
 중국 5명 6,305        

06.16.~06.20. 돗토리현 제8회 전통예능축제 공연지원  일본 1명 148           

06.16.~06.23. 2017 미리 조림수종 개발을 위한 선진지 연수  헝가리, 오스트리아 1명 2,250        

06.17.~06.25. 국제도로연맹 도로포장 관리 교육 프로그램 참석  미국 1명 4,025        

06.18.~06.24. 2017 BIO USA 전시회 참가  미국 1명 3,506        

06.18.~06.25. 우수 드림스타트 담당공무원 해외연수  네덜란드, 영국 1명 4,119        

06.18.~06.26. 산지관리 담당자 정책연수  노르웨이, 핀란드 1명 1,418        

06.19.~06.23. 강원 말산업 육성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2명 3,484        

06.19.~06.24. 2017 알타이 농업박람회 참가  러시아 2명 4,171        

06.19.~06.24. 2017년 모범의용소방대원 국외연수 인솔  캄보디아, 베트남 2명 2,903        

06.20.~06.26. 뉴욕 문화관광대전 평창위크 참석  미국 5명 24,324       

06.21.~06.29. 총무자치행정분야 도시군 공무원 선진사례 견학  프랑스,이탈리아 3명 12,414       

06.22.~06.24. 제2회 중국심천 국제무인기박람회 참석  중국 심천 3명 2,813        

06.22.~06.24. 중국 귀양시 귀안신구 산업단지 방문  중국(귀양) 2명 3,677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6.23.~06.28.
2017 경제건설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참석의원 수행
 카자흐스탄 2명 4,972        

06.23.~06.28.
2017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참석의원 수행
 몽골 2명 3,676        

06.24.~07.01. 2017년 산불방지관리자과정 공무국외 연수  호주 1명 2,375        

06.24.~07.01.
2017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참석의원 수행
 호주, 뉴질랜드 2명 5,556        

06.25.~07.02. 지방규제개혁 우수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10명 15,000       

06.25.~07.02. 지방규제개혁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5명 15,000       

06.25.~07.03.
2017 교육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참석의원 수행
 터키 2명 5,209        

06.26.~07.02. 2017 농지업무 담당자 국외연수  대만,베트남 1명 2,429        

06.26.~07.03. 2017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참석  이탈리아 6명 9,600        

06.27.~07.01. 2017 민원행정분야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  일본 2명 3,358        

06.27.~07.01. 선진국 식생활교육 사례조사 국외연수  일본 1명 1,595        

06.28.~07.01. 행정혁신 우수사례 국외연수  일본 8명 10,478       

06.28.~07.01. 제17차 GTI총회 참가 국외여비 지출  러시아(모스크바) 2명 823           

06.28.~07.01. 국외출장 취소에 따른 항공운임 등 취소 수수료 지출  러시아(모스크바) 1명 270           

06.28.~07.07.
강원도형 주거문화 도입 및

경관고도화 정책 발굴 해외우수사례 조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2명 9,354        

06.29.~07.03. 2017 국제댄스연맹(IDO) 총회 참가  그리스 2명 3,255        

07.01.~07.07. 낙동강수계 유역관리 국외연수  독일, 스위스 1명 72            

07.03.~07.05.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환경박람회 참관  중국 2명 2,824        

07.03.~07.06. EFEZ 옥계지구 일본지역 IR추진  일본 2명 2,896        

07.04.~07.09. 평창동계올림픽 붐조성을 위한 캐나다 광고홍보  캐나다 2명 6,157        

07.05.~07.09. 캐나다 앨버타 방문 토털마케팅 추진  캐나다 4명 12,869       

07.05.~07.10.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해외관광설명회 참석  태국, 말레이시아 1명 1,667        

07.20.~07.30.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투자유치 현지 투자사 방문
 말레이시아,

두바이, 영국
3명 15,177       

07.24.~07.26. 올림픽 개최지역 실리적 교류 확대 추진  중국(베이징) 1명 1,154        

07.24.~07.26.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간 협력을 위한

중국 베이징 방문
 중국(베이징) 4명 4,136        

07.25.~07.26.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북경방문  그리스, 이탈리아 2명 1,832        

07.31.~08.07.
GSP 및 자체개발품종의 종자수출을 위한

옥수수 현지적응 현장평가 및 선발
 중국,베트남,캄보디아 1명 2,686        

08.01.~08.04. 일본 돗토리현 전력시장 견학  일본 3명 3,394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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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비고

08.03.~08.05. 강원토털 마케팅 추진을 위한 사전답사  중국 1명 956           

08.03.~08.05.
강원토털 마케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사전 현지 답사
 중국(광동성) 3명 2,833        

08.06.~08.11. 제24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 참가  일본 2명 1,559        

08.06.~08.18. LA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 참가  미국 2명 7,000        

08.06.~08.18. 2017 LA세계경찰소방관경기대회 참가  미국 4명 15,089       

08.07.~08.10. 베트남 상품관설치 등 추진에 따른 현지시장 조사  베트남 2명 2,012        

08.07.~08.10.
양양공항~베트남(하노이) 전세기 운항 관련

현지 여행사 설명회 참석
 베트남 1명 1,038        

08.08.~08.11. 일본 돗토리현 EATOF 상임위원회 참석  일본 3명 2,149        

08.08.~08.13. 2017년 제14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구과학회 참석  싱가포르 2명 4,045        

08.09.~08.11.
베이징올림픽도시발전촉진위원회 벤치마킹 및

베이징 기자설명회 준비
 중국(베이징) 3명 2,178        

08.09.~08.13. NATAS 2017 관광박람회 운영참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명 4,125        

08.09.~08.15. 산림디자인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연수  독일, 스위스 3명 9,688        

08.09.~08.15. 산림디자인 정책수립을 위한 국외연수 경비 지급  독일, 스위스 5명 8,356        

08.13.~08.20. AR프로젝트 해외투자사 현지방문  미국(뉴욕) 2명 7,894        

08.14.~08.18. 제5차 GTI NEA LCC 회의 참가 해외출장 여비  중국(헤이허) 3명 5,292        

08.14.~08.18. GTI/NEA/LCC(지방협력위원회) 회의 참석  중국 1명 1,868        

08.16.~08.23.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국제심포지엄 준비  몽골 1명 1,805        

08.22.~08.25. 물류망 재건을 위한 회의참석  중국 1명 1,297        

08.23.~08.29.
광저우 박람회 및

강원상품전시관 이전개소식 참석 등
 중국(광동성) 4명 6,539        

08.24.~08.26. 강원토털 마케팅 추진  중국 2명 2,268        

08.24.~08.26.
광저우 박람회장 내 동계올림픽 및

강원관광 홍보부스 운영
 중국 1명 882           

08.24.~08.27.
강원경제단체연합회 경제사절단

중국 강원토털마케팅 참가
 중국 2명 2,726        

08.24.~08.27.
광저우 박람회 및

강원상품전시관 이전개소식 참석 등
 중국(광동성) 5명 7,777        도지사

08.24.~08.28.
강원쌀 대중국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광저우 박람회 참가
 중국 2명 2,820        

08.24.~08.28. 강원나물밥 광저우 박람회 참가  중국 3명 4,143        

08.29.~09.08. 제14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인솔  북미,동북남유럽 4명 21,087       

08.30.~09.02.
제11회 동북아박람회 참석 및

제2회 한중일 지방정부협력회의 참석
 중국(길림,베이징) 5명 5,766        경제부지사

08.31.~09.02.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간 협력을 위한

중국 베이징 방문
 중국(베이징) 1명 2,053        도지사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08.31.~09.02.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간 협력을 위한

중국 베이징 방문
 중국(베이징) 6명 5,031        도지사

08.31.~09.02.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간 협력을 위한

중국 베이징 방문
 중국(베이징) 1명 1,033        

09.01.~10.06. 2017년 구급대원 EMS 실습 국외연수  미국 2명 27,060       

09.03.~09.09.
2017 문화재분야 지자체 역량강화

해외정책 연수 여비
 아테네, 로마 1명 3,338        

09.03.~09.10. 선진외국 감사제도 벤치마킹 국외연수  덴마크, 핀란드 1명 4,761        

09.03.~09.11.
해외 공장설립 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

(공장설립업무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덴마크,스웨덴,핀란드 1명 2,340        

09.04.~09.08. UN총회 연계 동계올림픽 홍보대사 사전답사  미국 2명 7,188        

09.04.~09.08.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현황 점검 및

국제심포지엄 참석
 몽골 1명 2,269        

09.04.~09.08.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현황 점검 및

국제심포지엄 참석
 몽골 1명 1,410        

09.04.~09.08.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국제심포지엄 참석  몽골 1명 1,483        

09.04.~09.12. 옴부즈만의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1명 4,272        

09.04.~09.12.
선진 옴부즈만 운영모델 방안연구를 위한

해외 우수기관 방문

네덜란드,독일,

오스트리아
3명 5,317        

09.04.~09.12.
선진옴부즈만 운영모델 발전 방안연구

해외 우수기관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1명 3,500        

09.04.~09.13. 2017년 직무전문화(강원미래소방팀) 국외연수  독일, 스위스 5명 10,000       

09.05.~09.09. 장애인복지 국제교류 일본 2명 3,177        

09.06.~09.10.
베이징 국제동계스포츠·광동관광박람회

참가 연계 동계올림픽 및 웰니스관광 세일즈 참가
 중국 1명 1,721        

09.06.~09.10.
강원도 농업타운 심포지엄 참석 및 운영상황

점검 보좌
 몽골 1명 1,483        

09.06.~09.10. 몽골 국제심포지엄 발표 및 도의원 현지시찰 안내  몽골 1명 1,426        

09.06.~09.15. 저출산극복을 위한 시책발굴 해외연수  프랑스, 노르웨이 6명 29,423       

09.06.~09.15. 스마트팜 지도전문가 양성(1기)  네덜란드 1명 3,561        

09.07.~09.09.
2017베이징, 광동박람회 참가 연계

동계올림픽 및 웰니스 관광 세일즈
 중국 2명 2,908        

09.07.~09.15. 도내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 교류 프랑스, 덴마크 1명 3,846        

09.11.~09.18. 2017년 귀농귀촌 국외 벤치마킹 참가  미국,캐나다 2명 6,933        

09.12.~09.16. 2017 N-PLUS 국제전시회 참가  일본 1명 1,480        

09.12.~09.17.
고위도 적응 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한

중국 현지 적응성 평가
 중국 1명 1,529        

09.12.~09.20. 2017년 구급대원 해외연수  미국 2명 7,361        

09.12.~09.20. 미래농업대학과정 해외연수 인솔
 네덜란드,벨기에,

프랑스
2명 8,052        

09.12.~09.21. 해외 도시재생 선진도시 벤치마킹  로마, 이탈리아, 파리 1명 2,059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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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액 비고

09.12.~09.21. 해외 도시재생 선진도시 벤치마킹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4명 17,132       

09.13.~09.15.
2017 PATA TRAVEL 총회

강원도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
 중국 2명 1,440        

09.13.~09.20.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및 지역발전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선진도시 조성현장 연수
 미국, 캐나다 4명 15,636       

09.14.~09.18. 2018 평창! 동남아 로드쇼 참가  필리핀, 대만 7명 10,301       도지사

09.14.~09.18. 2018평창 동남아 로드쇼 참가  필리핀, 대만 3명 4,020        

09.14.~09.23.

09.19.~09.23.

09.15.~09.18.
2018평창! 동남아 로드쇼 참가를 통한

대만 강원의 날 추진
 대만 4명 5,066        

09.15.~09.18. 대만 강원의 날 행사 올림픽 홍보  대만 2명 2,465        

09.16.~09.19. 대만 강원도상품 전시판매 행사 및 수출상담회 참가 대만 1명 1,221        

09.16.~09.19. EFEZ 대만 해외 홍보  대만 2명 2,080        

09.16.~09.19. 2017 EFEZ 대만 해외홍보 추진(동남아 로드쇼 행사)  대만 2명 1,988        

09.17.~09.23. 세계구제역표준연구소 시찰  영국 1명 3,166        

09.17.~09.27.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해외투자사 현지방문 런던, 두바이 2명 11,766       

09.17.~09.30.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해외투자사 현지방문 런던, 두바이 2명 1,640        

09.18.~09.23.
평창동계올림픽 사후활용 방안 및

부가가치창출 연구(캐나다)
 캐나다 1명 2,090        

09.18.~09.24. 2017 제5회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참석  중국 2명 2,949        

09.19.~09.23.
평창포럼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UN협력사업 추진
 미국 1명 563           

09.19.~09.23.
평창포럼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UN협력사업 추진(체재비 증액 추가지출)
 미국 1명 207           

09.19.~09.23.
평창포럼의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UN협력사업 추진
 미국 1명 3,004        

09.20.~09.29. 2017년 지자체 공무원 유럽 연수 프랑스, 스위스 1명 2,399        

09.20.~09.29. 스마트팜 지도전문가 양성(2기)  네덜란드 1명 3,794        

09.21.~09.27.
북방적응형 옥수수 품종개발을 위한

중국 현지시험 추진
 중국 1명 1,727        

09.22.~09.24. 서울, 강원, 경기 공동 일본 로드쇼 참석  일본 6명 7,061        도지사

09.23.~09.24. 일본 로드쇼 참석  일본(도쿄) 2명 2,053        

09.24.~10.02.
강원도 우수 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 청렴시책 국외연수
 프랑스, 스위스, 독일 2명 8,824        

09.25.~09.28. NEAR 실무위원회 참가 및 동계올림픽 홍보  중국 2명 2,286        

09.25.~09.28.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일본 3명 1,169        

평화올림픽을 위한 평창의 밤 행사 추진  미국 7명 46,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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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09.29. 베트남 ODA사업 추진 및 하노이 현지시장 조사  베트남 1명 1,136        

09.27.~09.29.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사업 연계

일본 공동 투자유치 IR
 일본 1명 777           

09.27.~09.29.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사업 연계

일본 공동 투자유치 IR
 일본 3명 2,398        

10.09.~10.16. 미국 뉴욕, LA 올림픽 홍보 추진  미국(뉴욕,LA) 5명 20,531       

10.10.~10.16.
평화동계올림픽 개최지 강원도 홍보 및

올림픽 붐 조성
 미국 3명 19,440       도지사

10.10.~10.16. 2017 중국 지린성 체육교류 참가  중국 장춘 2명 1,278        

10.11.~10.14.
동북아시아 지방자치단체연합

제13회 환경분과위원회 회의 참석
 일본(도야마현) 2명 691           

10.11.~10.16.
강원경제단체연합회 경제사절단

미국(LA) 토털마케팅 참가
 미국 1명 2,687        

10.11.~10.17.
2018 평창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 및

강원도 우수상품 홍보판매
미국(LA) 3명 8,870        

10.11.~10.17. 미주지역 강원포털 마케팅 참가  미국 1명 2,755        

10.14.~10.21. 2017년 하반기 국제농업협력 해외연수  이탈리아 1명 2,546        

10.15.~10.28. 2017년 화재진압대원 국외연수  싱가포르 2명 6,611        

10.16.~10.21. 동남아 무역사절단 파견  태국, 말레이시아 1명 1,683        

10.18.~10.22. 2017 연해주 동북아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러시아 1명 972           

10.19.~10.25. Rscue days 국외연수 참가  독일 5명 15,643       

10.20.~10.26. 2017년 NFPA기준 로프구조시스템 국외연수  일본 2명 5,256        

10.21.~10.2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 채화행사  그리스 2명 10,110       

10.21.~10.27. 캐나다 토론토 강원농수산식품 판촉, 홍보전 추진  캐나다 2명 6,361        

10.22.~10.26.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현장학습 인솔  러시아 1명 760           

10.22.~10.27.
2020 FISU 월드유니버시티

치어리딩 챔피언십 대회 유치 홍보
 스위스 2명 6,002        

10.23.~10.26.
우호교류를 위한 토야마현의회 방문 대표단

수행 및 통역 지원
 일본 3명 4,963        

10.23.~10.27. 일본 관광단지 운영기업 및 조성시설 방문 여비  일본 1명 1,486        

10.23.~10.27. 망상지구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일본관광단지 답사  일본 3명 4,319        

10.23.~10.27. 보건환경분야 선진지 시찰 및 환경위생학회 참석 일본 4명 5,264        

10.23.~10.28. 미국 LA베버리힐즈 시장개척  미국 2명 4,470        

10.23.~10.29. 2017년 산사태 재해대책 정책연수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1명 2,088        

10.24.~10.27. 2017년도 탄광지역 주민·공무원 합동연수  일본 3명 4,847        

10.24.~10.27.
제 13회 강원도-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

돗토리현 방문
일본 5명 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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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11.01. 2017년 지도기획 국제교류 국외출장  이탈리아, 스위스 1명 3,507        

10.25.~10.25.
일본본부 이전 개소식 참가 및 수출마케팅 연계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일본 방문
 일본 2명 3,788        

10.26.~10.26.
일본본부 이전 개소식 참가 및 수출마케팅 연계

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일본방문
 일본 2명 3,208        

10.26.~10.29.
2017 타이베이국제여전 참가 연계

강원관광세일즈 추진
 대만 1명 1,267        

10.26.~11.02. 비상대비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스위스, 독일 2명 9,392        

10.26.~11.02. 2017 지역발전 국외교육훈련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1명 4,782        

10.27.~11.02. 해외 경제특구 벤치마킹 여비  베트남, 캄보디아 4명 7,781        

10.28.~10.31. 올림픽 일본 홍보 추진  일본 1명 1,470        

10.29.~11.01.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그리스 성화 인수행사  그리스 3명 5,000        

10.29.~11.04. 다목적 특수구조차 완공검수  오스트리아 7명 23,868       

10.30.~11.02.
효율적 목재생산 체계 구축을 위한

임업선진국 벤치마킹
 일본 1명 3,200        

10.31.~11.03.
우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러시아 연해주의회 방문 대표단 수행 및 통역지원
 러시아 3명 3,137        

10.31.~11.08. 산지이용분야 선진사례 해외연수비용  뉴질랜드 3명 9,940        

10.31.~11.08. 산지이용분야 선진사례 해외연수  미국 4명 3,252        

11.01.~11.05. 베트남 시장개척 교류단 파견 추진  베트남 2명 2,462        

11.01.~11.09.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투자자 유치 협의  두바이 1명 2,940        

11.02.~11.05.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한

2017 도쿄 릴레이마라톤 대회 참가
 일본 2명 2,210        

11.02.~11.10. 정신건강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해외연수  오스트리아, 독일 1명 4,198        

11.03.~11.09.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투자자 유치협의  두비아 1명 2,784        

11.06.~11.10.
4차 산업활용 재난재해 대응연구팀

국외연수 (4명/4박5일)
 일본 4명 5,430        

11.07.~11.11. UCLG ASPAC 회의참가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국 3명 3,708        

11.08.~11.09. 동계올림픽 기간 선상호텔 유치  중국, 홍콩 2명 1,525        

11.08.~11.14. 해외 여권사무 실태파악을 위한 국외출장여비  독일, 체코 1명 1,565        

11.09.~11.13.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실무회의  중국 3명 4,521        

11.09.~11.14. 2017년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말레이시아 1명 2,239        

11.09.~11.14. 노인지도자 해외연수 인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1명 2,086        

11.12.~11.16.
유엔총회 정부 올림픽

휴전결의안 채택을 위한 공식 대표단
 뉴욕 4명 18,533       

11.12.~11.18. 2017년 지역사회 금연사업 우수사례 국외연수  캐나다 1명 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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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1.21.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외 선진사례 견학  스페인, 포르투갈 1명 4,620        

11.14.~11.17. EFEZ 중국기업 투자유치 IR  중국 4명 3,917        

11.14.~11.19. 국제3D 프린팅 산업전시회 참관 및 관련 업체 방문  독일 2명 9,238        

11.14.~11.20.
독일국제의료기기 전시회 참관 및

의료기기산업클러스터 견학
 독일 1명 3,700        

11.15.~11.17. 강원도 중국본부 행정사무감사 보조  중국 2명 2,019        

11.15.~11.19. 강원한우 베트남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베트남 2명 3,131        

11.16.~11.21. 제15회 재독 강원인의 밤 행사 지원  독일 1명 2,487        

11.18.~11.24. 선진 해외경제특구 벤치마킹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명 7,158        

11.23.~12.0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해외 선진사례 조사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1명 4,088        

11.24.~11.26.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정보수집 등을 위한

베이징 방문
 중국 1명 941           

11.25.~11.29. 해외기관과의 MOU체결을 위한 국외출장여비  싱가포르 4명 8,246        

11.26.~11.30. 2017년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베트남 15명 19,461       

11.27.~12.05. 2017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 국외 정책연수  런던, 파리, 독일 1명 4,656        

11.28.~12.0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독일, 스위스 1명 1,506        

11.28.~12.07.
폐광지역 중장기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외 우수사례 연구

 네덜란드, 독일,

스위스, 프랑스
2명 8,861        

11.29.~12.06.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1차)
 스리랑카 1명 2,727        

11.30.~12.03.
평창동계올림픽 개최홍보를 통한

강원관광이미지 제고 및 관심도 증대
 중국 3명 2,847        

12.04.~12.06. 대만 농수산식품수출상담회 개최  대만(타이페이) 1명 912           

12.04.~12.06. 허베이성 강원토털 마케팅 관련 출장  중국(허베이,베이징) 2명 1,980        

12.04.~12.11. 옥수수동계해외세대촉진을 위한 파종  베트남, 캄보디아 3명 4,403        

12.05.~12.08. 허베이성 강원토털 마케팅 관련 출장  중국(허베이,베이징) 4명 4,697        

12.05.~12.13.
허베이성 강원토털 마케팅 및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 프로그램 연수

 중국

(허베이,베이징,선전)
1명 1,552        

12.06.~12.07.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강원도 홍보 및

동계올림픽 개최지역간 협력
 중국 2명 2,115        도지사

12.06.~12.08. 허베이성 강원토털 마케팅 관련 출장  중국(허베이,베이징) 6명 7,110        

12.06.~12.09.
(사)강원경제단체연합회

중국 허베이성 경제사절단 참가
 중국 1명 1,267        

12.07.~12.11. LPS 상하이 2017 전시회 참가  중국 4명 5,307        

12.11.~12.15.
중국 지린성 외사판공실 주최

한국 자매우호지역 교류공무원 초청 연수 참가
 중국(지린성) 2명 1,056        

12.11.~12.15.
중국 지린성 외사판공실 주최

한국 자매우호지역 교류공무원 초청 연수 참가
 중국(지린성) 2명 438           



(단위 : 천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12.11.~12.15. 공무원 국외여비 지출(소규모 프로젝트 사업)  베트남 4명 5,972        

12.11.~12.15. 북평 및 옥계지구 투자유치 IR 및 개발사례 벤치마킹  홍콩, 마카오 3명 5,920        

12.11.~12.16.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해외현지기업 방문  말레이시아 2명 3,619        

12.12.~12.14.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한일친선의 밤 참석 여비  일본 1명 248           

12.12.~12.15. 평창포럼 선포식 행사 참가 및 동계올림픽 홍보  미국 4명 17,320       도지사

12.12.~12.15.
2017년 제52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해외연수(2차)
 일본 1명 1,303        

12.13.~12.19.
산채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본의 상품화 및 유통실태조사
 일본 3명 6,803        

12.13.~12.22. 2017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참석  중국 1명 2,408        

12.13.~12.22. 20017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 참석여비  중국 1명 1,056        도지사

12.13.~12.22. 20017 국제유소년(U15)축구대회 참석여비  중국 1명 243           도지사

12.13.~12.23.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 교류추진  중국 3명 6,058        도지사

12.17.~12.20. 지진대응체계 확립 국외연수  일본 10명 15,487       

12.18.~12.23. 지진 및 구호업무담당자 해외연수  일본 2명 3,962        

12.19.~12.22. 총무행정분야 선진사례 견학  일본 6명 7,154        

12.19.~12.22.
일본 선진 직업교육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한

강원도 직업교육(도제교육) 시스템 개선
 일본 6명 7,370        

12.24.~12.31.
유럽 지방의회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이탈리아, 스위스 1명 4,258        

12.26.~12.31. 레도랜드 조성사업 관련 해외 IR  캐나다 2명 9,318        

12.26.~12.31. 투자협의를 위한 캐나다 투자자의 현지방문 요청  캐나다 2명 9,710        

'17.03.05.~'18.03.05.
2017 강원도 연수공무원 중국 지린성 파견에 따른

항공료 및 준비금 지출
 중국(지린성) 1명 530           

'17.04.01.~'18.03.31.
2017년 일본 돗톡리현 파견공무원

항공운임 및 준비급 지출
 일본 1명 660           

1월~12월 국외장기교육훈련 지원  미국 등 4개국 5명 140,881     

5월~10월 국내 장ㆍ단기 교육생 교육여비  유럽 등 37명 248,593     

6월~9월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교육생 여비  유럽 등 24명 50,400       

기타
2017년도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국외연수 취소에 따른 위약금
1,537        

기타 공무국외여행 취소수수료 270           

기타
2017년 사회문화위원회 공무국외연수 직원

계약취소에 따른 위약금 지출
1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