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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명 3,561,795,852

1. 18.~1.31. 옥수수 동계 해외 세대촉진 및 종자생산을 위한 교배작업 베트남 1명 2,966,270

1.12.~1.19. 2019 러시아 알타이주 체육교류 참가 러시아 1명 961,000

1.16.~1.21. 인도 바이브런트 구자라트 참가 인도 2명 4,891,000

1.17.~1.25. 올림픽특구 개발을 위한 문화관광벨트 선진사례 벤치마킹 독일, 프랑스 2명 6,454,000

1.18.~1.20. AEON 한국페어 2019 참가 일본 3명 4,528,000

1.23.~1.26. 강원FC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 참관 중국 2명 3,152,000

1.28.~1.31. 정선 알파인 경기장 관련 생태복원 일본 7명 9,259,000

1.5.~1.13. 2019 세계청소년 스포츠대회 참관 및 2022 대회 유치 협의 미국 2명 9,836,000

1.9.~1.11. 남북 경제협력 실무협의를 위한 베이징 방문 중국 1명 1,047,000

2.12.~2.13. 2019 금강산 새해맞이 남북교류 연대모임 참가 북한 3명 131,000

2.17.~2.23. 해외복합리조트 운영관리 현황 선진사례 조사1차 미국 3명 9,693,000

2.20.~2.22. 남북 마라톤 선수단 합동 전지훈련 점검 중국 2명 1,138,090

2.20.~2.22. 남북 마라톤 선수단 합동전지훈련 점검 방문 중국 2명 1,195,000

2.23.~3.1. 열린군대 선진지 벤치마킹 이스라엘 3명 9,943,000

2.24.~3.2. 해외복합리조트 운영관리 현황 선진사례 조사2차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명 7,453,000

2.25.~2.28. 북방항로 재취항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한 중국훈춘, 러시아 슬라비얀카 방문 중국, 러시아 2명 2,650,290

2.25.~2.28.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성과보고회 업무협의 몽골 1명 1,038,160

2.26.~2.28. 강원도경제협력대표단 지린성 방문 중국 3명 2,917,060

2.26.~3.1. 2019 일본 EXPO전시회 및 수소경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참관 일본 1명 1,455,240

2.27.~3.6. 산악관광 선진사례 해외연수 독일,스위스 13명 10,907,000

2.28.~3.09. 운전직무 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국외연수 미국 6명 23,952,260

2.28.~3.2. 강원도 농산물 국외 선호도 조사 베트남 3명 4,256,540

3.11.~3.14. 블록체인 관련 하이난성 정부관계자 면담 및 현지기업 방문 중국 3명 3,123,382

3.14.~3.22. 옥수수 동계 세대촉진 증식사업 수확 및 종자송부 베트남 1명 1,620,140

3.15.~3.21. 말레이시아-일본 강원관광 세일즈 추진 일본,말레이시아 2명 7,280,120

3.18.~3.21. 강원도와 베트남 동탑성 간 농업분야 업무협약 베트남 2명 2,391,680

3.18.~3.29. 시도지사협의회 주관 해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참가자 여비 미국 1명 2,071,000

3.19.~3.24. 일본 강원 관광 세일즈 추진 일본 1명 2,198,430

3.21.~3.24. 춘천세계불꽃대회 추진을 위한 벤치마킹 일본 2명 2,763,150

3.24.~3.26. 강원도-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업무협약 베트남 2명 1,804,860

3.25.~3.31. 2019 러시아 달아그로 식품박람회 및 사할린 수출 상담회 참가 등 러시아 2명 4,264,000

3.26.~3.31. 베트남 VITM 하노이 참가 연계 세일즈 추진 베트남 2명 2,901,190

3.27.~3.31. 수열에너지 활용 해외 데이터센터 견학 노르웨이 5명 18,534,000

3.4.~20.3.1. 지린성 파견공무원 항공운임 및 준비금 중국 1명 564,900

3.5.~3.14. 2019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참관 러시아 2명 6,093,000

3.5.~3.7. 2019년도 돗토리현과 국제교류사업 협의 일본 2명 1,451,000

4.1.~4.3.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홍콩 2명 6,076,500

4.10.~4.13. 인도네시아 기업체포상관광 유치 설명회 참석 인도네시아 2명 2,851,090

4.10.~4.14. 베트남 시장진출 지원 및 강원상품관, 베트남 국외본부 운영실태 점검 베트남 3명 4,300,000

4.10.~4.17. 산불전문진화차 완성검수 독일 6명 16,505,210

4.16.~4.19. 필리핀 농수산식품 시장개척 필리핀 2명 1,377,300

[별첨2] 2019년 국외여비 집행현황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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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4.25. 2019 재난재해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미국 2명 9,481,000

4.18.~4.25. 2019년 산사태 재해대책 정책연수 이탈리아 1명 1,565,000

4.2.~20.3.31. 2019 강원도 연수공무원 일본 돗토리현 파견 항공운임 및 준비금 지급 일본 1명 439,300

4.22.~4.30. 2019년 모범구급대원 선진 응급의료 연수 독일 1명 3,437,610

4.25.~4.27. 중국 광저우 강원도상품관 이전개관식 및 판촉행사 참석 중국 2명 2,657,420

4.27.~5.05. 제15기 소방정책관리자과정 국외정책연수 미국 2명 8,805,880

4.27.~5.4 2019년 산림레포츠분야 국외연수 독일,체코 1명 2,976,000

4.3.~4.8. 2019년 해외 강원도민회 문화예술공연 지원 뉴욕 1명 2,291,820

4.3.~4.8. 2019년 해외도민회 문화예술 지원 미국 2명 4,932,000

4.5.~4.9. 한국-베트남 기술협력 및 연구개발 확산 협의 베트남 3명 1,667,830

4.6.~4.12. 국제식품과학회 학술발표 및 농식품 가공기술 정보 수집 스페인 1명 2,881,810

4.7.~4.10. 제42차 세계한상지도자대회 및 중국하남성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중국 2명 2,367,660

4.7.~4.13. 2019 Seatrade Cruise Global 참가 미국 1명 2,864,920

4.7.~4.13. 속초항 월드 크루즈 유치를 위한 「2019 Seatrade Cruise Global」참가 미국 1명 3,000,420

4.7.~4.9. 2019년 동경한국상품전시상담회 참가 및 외자유치 마케팅 국외업무여비 일본 2명 2,157,000

4.8.~4.11. 제17회 중국 광저우 국제자동차부품박람회 참가 중국 1명 937,610

4.8.~4.13. 대유럽 강원도 홍보 추진 및 연수 영국, 프랑스, 독일 1명 3,649,000

4.9.~4.12. 제7차 GTI NEA LCC(지역협력위원회) 준비회의 참석 중국 3명 3,692,000

4.9~4.12. 제7차 GTI NEA LCC(지역협력위원회) 준비회의 참석 중국 1명 1,199,960

5.11.~5.20.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7팀 레저오브레전드) 영국, 스페인 4명 8,000,000

5.11.~6.14. 2019년도 제4기 글로벌리더과정 G-PEPS 연수 국외여비 지급 미국 1명 11,287,780

5.12.~5.24. 2019년 미국 EMS실습 국외연수 미국 1명 7,236,770

5.12~5.15 중국 온라인 마케팅 시장 조사 중국 2명 2,720,370

5.13.~5.20. 농지의 보전관리 등 해외 농지제도 조사 미국, 캐나다 1명 3,748,110

5.13.~5.22.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Agro Park 조성지원 몽골 1명 1,928,880

5.14.~5.17. 제24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실무회의 참석 몽골 4명 3,929,460

5.14.~5.17.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성과보고회 협의 등 몽골 1명 1,158,450

5.14.~5.24.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6팀 For People 그린시티강원) 덴마크, 독일 4명 8,000,000

5.15.~5.19. 2019년 헬리 러시아 엑스포 참가 러시아 2명 4,480,220

5.15.~5.19. 중화권 국제관광박람회 연계 강원관광세일즈 참석 중국,대만 1명 1,680,070

5.16.~5.18. 청년농촌보금자리 및 로컬푸드활성화 사례조사 일본 4명 3,091,400 도지사

5.16.~5.20. 중국 허베이성 교류지역 실무자회의 및 랑팡국제박람회 참석 중국 2명 2,642,000

5.16.~5.23. 2019년 시도 법제업무 담당자 단기해외연수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1명 4,045,000

5.16.~5.24. 2019년 국외 옥외광고 우수지역 현장연수 미국 1명 3,982,870

5.16.~5.24. 국제상업부동산 전시회 연계 경자구역 공동 IR 미국(로스엔젤레스, 라스베가스) 4명 15,168,000

5.18.~5.24. 안전체험형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국외연수 미국 4명 14,667,000

5.19.~5.25. 해양(수상)레저관광 해외 최신콘텐츠 조사 영국 3명 7,878,040

5.20.~5.24. 제16기 고위정책과정 역사문화탐방 여비 지급 중국 3명 4,230,740

5.21.~5.24. 산림협력 및 임업연구 분야 기술교류 실무협의 중국 5명 7,938,060

5.22.~5.24. 북방지역로드좌담회 사전답사 러시아, 중국 2명 2,508,600

5.22~5.24 북방로드좌담회 및 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참석 러시아, 중국 1명 1,588,000

5.27.~5.30. 백합수출현지현황 파악 및 품평회 참석 중국 1명 1,833,190

5.27.~5.31. 제39기 고급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여비 지급 중국 4명 5,843,640

5.27.~6.1. 2019 강원관광 트래블마트 추진 미얀마,캄보디아 1명 1,9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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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6.4. 도로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도로 가치제고 향상을 위한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3명 13,470,000

5.27.~6.4. 2019 해외 우수감사시스템 및 부패방지 시책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외국 정책연수 일본, 호주 2명 9,229,000

5.28.~6.1. 2019 강원관광 트래블마트 추진 미얀마,캄보디아 1명 1,813,790

5.28.~6.1. 2019 강원관광 트래블마트 추진 미얀마,캄보디아 2명 4,907,080

5.29.~6.1. 2019 강원관광 트래블마트 추진 캄보디아 1명 1,208,440

5.29.~6.1. 캄보디아 강원관광설명회  캄보디아 4명 145,870

5.29.~6.2. 대규모 프로젝트 현안 해외 금융투자유치 설명회 참가 영국 1명 3,222,460

5.30.~6.1. 강원 창업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매칭 비즈니스 세미나 참석 일본 2명 2,119,360

5.30.~6.5. 태국 식품전시회 참가 및 필리핀 '강원의 날' 준비 태국, 필리핀 2명 3,965,000

5.30.~6.8. 해외 우수 재정제도 및 창업지원 분야의 벤치마킹 연수 영국,네덜란드,벨기에 3명 14,933,000

5.31.~6.7. 2019 지자체 문화재행정 역량강화 해외정책연수 러시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 1명 3,264,000

5.7.~5.15.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집적화 방안 모색 독일, 스위스 1명 2,956,200

5.7.~5.15. 2019 중국 랴오닝성 체육교류 참가 중국 2명 1,171,000

5.8.~5.17.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도시재생 선진도시 해외 연수 독일, 스페인 2명 9,628,000

5.8.~5.17.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1팀 GMV) 영국 4명 8,000,000

5.9.~5.14. 2019 상반기 강원유학박람회 운영 몽골 3명 3,880,120

6.1.~6.7. 유럽양조학회 학술발표 및 맥주 정보수집 네덜란드, 벨기에 1명 2,646,800

6.10.~6.12. 동해묵호항 설명회 및 한러 기업인 초청상담회 참석 러시아 1명 1,072,330

6.10.~6.14.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러시아 2명 8,000,000

6.10.~6.17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2차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Agro park 기술지도 몽골 1명 1,552,040

6.10.~6.20. 제26기 여성리더양성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여비 지급결의 미국, 캐나다 1명 4,721,800

6.12. 광저우 관광세일즈 참석 중국 2명 2,014,270

6.12.~6.19. 지역사회 금연사업 국외연수 스웨덴, 핀란드 1명 3,794,000

6.16.~6.18. 베이징 국제관광박람회 참석   중국 1명 910,890

6.16.~6.22. 화생방제독차 제작에 따른 완공검수 독일 6명 15,094,000

6.16.~6.24. 스마트농업 선진사례 습득 및 기술보급방안 모색 프랑스, 스위스 1명 2,908,000

6.17.~6.18. 베이징 국제관광박람회 참석   중국 1명 939,790

6.17.~6.21. 베이징 국제관광박람회 참석   중국 1명 1,451,940

6.17.~6.22. 2019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해외 홍보마케팅 참가 대만, 중국 2명 3,538,440

6.17.~6.27. 제19기 중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여비 지급결의 유럽 및 미주권역 4명 21,716,190

6.17.~6.28. 제14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체제전환국 해외정책연수 여비 지급결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1명 3,406,000

6.18.~6.21. 2019 강원도-알타이주 국제통상협력사업 협의 및 서명, 2019 알타이주 농업박람회 참가 러시아 2명 2,776,000

6.18.~6.23. 제31차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참가 프랑스 2명 5,404,000

6.18.~6.26. 2019년 산림자원분야 담당자 국외연수 보스니아,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1명 1,968,000

6.19.~6.22. 중앙아시아지역 이모빌리티사업 협력 키르키즈스탄 1명 1,717,750

6.19.~6.22. 2019 제4회 중국 심천 국제무인기엑스포 참관 중국 1명 1,135,720

6.2.~6.8. 2019 BIO USA 강원도 부스 운영 및 해외 관련기업 네트워킹 등 미국 1명 3,332,000

6.2.~6.9. 생태관광 해외우수사례조사 및 답사 스위스, 독일(프랑스경유) 1명 3,189,000

6.20 ~ 6.28 2019년 지도공무원 국제교류과정 농식품분야 벤치마킹 미국 1명 2,031,400

6.20.~6.29.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17팀) 독일, 헝가리 3명 8,000,000

6.21.~6.28. 2019 전국 화재조사관 미국 연수 미국 1명 4,059,460

6.22.~6.30. 지방투자촉진지원제도 해외선진사례조사 참가 영국 1명 4,984,120

6.22.~6.30.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9팀) 독일, 체코 3명 49,656,000

6.22~6.28. 이스라엘 여성일자리정책 선진사례 국외연수 이스라엘 1명 3,3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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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27. 선진 환경제도 정책연수 참가 일본 4명 5,963,880

6.23.~6.30. 2019년 산지관리분야 정책연수 영국 1명 1,372,000

6.23.~7.5.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몽골 1명 2,464,100

6.24.~6.28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성과보고회 홍보협의 등 몽골 2명 2,896,430

6.24.~6.28. 공공의료체계 및 공공의료서비스 선진 우수정책 발굴 일본 2명 3,930,000

6.25.~6.27. 북방로드좌담회 및 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식 참석 러시아, 중국 1명 1,517,000

6.25.~6.28. 지린성 25주년 기념행사단 중국 1명 1,114,000

6.25.~6.28. 북방로드좌담회(국제컨퍼런스)및 도-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참석 러시아, 중국 5명 8,316,610

6.25.~6.28. 강원도-지린성 자매결연 25주년 기념행사 추진 중국 4명 4,444,000

6.25.~6.28. 선진 노사문화 체험을 위한 2019년도 노사합동 국외연수 일본 47명 8,000,000

6.26.~6.28. 남북수산민간전문가포럼 개최협의를 위한 북측 접촉 중국 2명 1,720,700

6.26.~6.28. 남북 수산 민간 전문가 포럼 개최 협의를 위한 국외공무 출장 중국 2명 1,842,000

6.26.~6.28. 한-러 관세행정(통관문제) 개선방안 세미나 참석 및 러시아 국외본부 시찰 러시아 2명 2,556,000

6.26.~6.30. 길림성, 광저우 강원관광설명회 참석   중국 3명 5,040,650

6.26.~7.3. 동물보호·복지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지원 해외사례 조사 호주 1명 3,090,790

6.26.~7.4. 지방공기업 실무협의회 국외 정책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명 2,525,000

6.27.~6.30. 길림성, 광저우 강원관광설명회 참석   중국 1명 1,217,280

6.27.~6.30. 길림성, 광저우 강원관광설명회 참석   중국 1명 1,383,510

6.29.~7.8. 강원도 유엔해비타트 공동 스리랑카 해외국제연수 운영 스리랑카 4명 9,395,000

6.3.~6.7. 2019년도 제16기 핵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여비 지급결의 중국 23명 27,980,610

6.30.~7.03. 필리핀 무상양여 소방차량 교육훈련 지원 필리핀 1명 752,540

6.4.~6.12.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정책연수 프랑스, 이탈리아 1명 4,840,830

6.4.~6.12. 사회복지공무원 보건복지통합전달체계 연계 및 운영실태 견학 노르웨이, 핀란드, 러시아 2명 9,823,000

6.7~6.15. 2019 해외 공장설립 실태조사 이탈리아, 스위스 1명 2,292,400

6.8.~6.18.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5팀) 미국 3명 6,266,960

6.8.~6.18.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5팀) 미국 3명 △1,336,490

6.26.~6.28. 강원도 러시아 국외 본부 방문 및 관세행정, 통관문제 개선 방안 세미나 참석의원 수행 러시아 1명 1,125,000

7.1.~7.5. 제10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의장 포럼 교류 러시아 2명 3,042,760

7.12.~7.20. 2019년도 산불진화지휘자과정 국외교육 여비지급 결의 호주 2명 6,288,020

7.15.~7.18. 연변조선족자치주의회 교류 방문 중국 3명 4,536,840

7.15.~7.23. 2019 의회사무처 직무전문화 연수 이탈리아 4명 10,000,000

7.16.~7.22. 실리콘밸리 내 데이터 기업 및 스타트업 방문 등 미국 2명 7,182,700

7.16.~7.24. 우수 농산물 직거래인증 사업장 해외연수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1명 3,770,000

7.17.~7.26 2019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 현지 지도점검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1명 2,870,000

7.17.~7.27.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13팀) 프랑스 4명 8,000,000

7.20.~7.28. 축산 냄새저감 선진사례 및 기술정보 수집 덴마크, 독일 2명 7,580,000

7.21.~7.25. 중국 푸젠성 외사판공실 주최 자매우호지역 협력회의 참가 중국 1명 1,469,330

7.22.~7.26. 제7회 GTI NEA LCC 회의 참석 몽골 2명 3,029,000

7.22.~7.26. 제7차 GTI NEA LCC(지역협력위원회) 참가 몽골 1명 1,487,490

7.22.~7.26. 제7차 GTI NEA LCC 참가 취소(항공권 취소 수수료) 몽골 1명 110,000

7.22.~7.27. 조류인플루엔자 국가예찰 및 표준진단 시스템 현지조사 이탈리아 1명 3,168,810

7.24.~7.28. 제10회 한일러 청소년 체육교류 참가 일본 2명 854,000

7.24.~8.1.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추진 몽골 1명 1,747,330

7.26.~8.2. 2019 미국 라스베가스 미용박람회 도내기업 참가 미국, 캐나다 1명 3,1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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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8.1.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참석 몽골 4명 6,408,910

7.27.~8.4. 호주 글로벌정책리서치 참가 호주 1명 8,000,000

7.28.~8.1. 몽골 강원도 농업타운 성과보고회 참석 몽골 1명 1,496,490

7.28.~8.1. 제24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참가 몽골 11명 15,503,000

7.28.~8.1. 제24회 동북아 지방정부 지사성장회의 참가(참가자 변경으로 수수료 지급) 몽골 3명 500,000

7.28.~8.6.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8팀) 러시아 4명 4,464,190

7.3.~7.7. 해외 정치축제 운영 사례조사를 통한 도 개최 방안 모색 스웨덴 5명 19,979,500

7.3.~7.9. 올림픽기념관 조성 및 관리운영 방안 선진사례 조사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2명 11,221,000

7.29~8.6.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1명 5,150,000

7.31.~8.03. 불용 소방차 무상양여 현지 전달식 참가 필리핀 3명 3,300,000

7.4.~7.7. 「DBS항로 취항 10주년 기념식」참가 일본 5명 2,430,120

7.6.~7.13.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국외연수 참석 오스트리아, 독일 1명 4,340,000

7.7.~7.14. 산불방지 담당공무원 정책연수 미국 1명 2,620,000

7.8.~7.11. 일본 신관광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업무협의 일본 7명 12,605,680

7.8.~7.12. 방콕-하노이 MICE 로드쇼 참가 태국,베트남 1명 1,650,030

7.9.~7.12. 2019 카자흐스탄 토털마케팅 추진 사업 참가 카자흐스탄 2명 5,353,480

7.9.~7.15. 2019 국제청소년스포츠대회 참가 러시아 2명 6,773,570

8.7.~8.16.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멕시코,쿠바 1명 5,098,060

8.8.~8.17. 2019년 모범구조대원 해외 구조체계 연수 중국, 대만 2명 4,000,000

8.14.~8.17. 신북방 수출시장개척 사전답사 우즈베키스탄 2명 4,904,170

8.14.~8.22. 국공림 산림연구기관 우수연구자 해외연수 사례조사 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 1명 1,239,000

8.16.~8.22.  2019년도 미래농업대학과정 국외연수 인솔-친환경농업과 농·축산물 생산·유통 우수사례 벤치마킹 독일·네덜란드 2명 6,040,000

8.17.~8.21. 2019 강원도 호치민시 체육교류 참가 베트남 2명 1,343,000

8.18~8.24. 2019년 환경분야 정도관리 국외기술연수 교육 영국 1명 3,643,000

8.19.~8.26. 임시정부 및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연수 러시아, 중국 2명 6,480,000

8.21.~8.23 중국 지린성 초청 국제농업식품박람회 참관 및 농정분야 교류 중국 3명 1,958,400

8.21.~8.23. 중국 지린성 초청 국제농업식품박람회 참관 및 농정분야 교류 중국 4명 2,549,640

8.21.~8.23. 돗토리현 교류 25주년 도쿄 특판전 사전답사 일본 1명 1,171,260

8.21.~8.28. 선진유역관리 및 수계관리기금 직무역량 강화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1명 2,862,100

8.21~8.24 제1회 동북아지방협력 원탁회의 참가 중국 5명 6,637,420

8.22.~8.25. 이모빌리티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기업 방문 싱가포르 2명 3,996,810

8.22.~8.25. 제12회 중국 동북아박람회 참가 중국 2명 2,721,160

8.22.~8.28. 몽골현지 사료용옥수수 재배 가능성 검토를 위한 생육조사 몽골 1명 1,651,510

8.22.~8.28.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및 신규작목 도입 검토 협의 몽골 1명 1,651,370

8.22.~8.29. 2019년 인사제도연구 국외연수 스웨덴, 핀란드 1명 4,622,500

8.22.~9.1. 2019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하계국제훈련 여비 지급결의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3명 6,727,800

8.23.~8.31. 2019년도 산림정책리더과정 국외교육 여비지급 결의 미국 1명 4,021,400

8.25.~9.3. 폐광지역 청소년 글로벌 현장직업체험 네덜란드, 벨기에 1명 3,381,000

8.26.~8.29. 제19회 EATOF 상임위원회 참석 베트남 2명 2,143,520

8.26.~8.30. 제14기 통일정책지도자과정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 여비 지급결의 중국 1명 1,331,030

8.27.~9.2. 북방적응 옥수수 신품종 육성을 위한 중국 현지시험 수행 중국 2명 3,919,800

8.27.~9.5. 중소기업 규제애로 혁신을 위한 국외정책 합동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헝가리 1명 4,128,700

8.28.~8.31. 제16회 한중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중국 2명 2,466,720

8.28.~9.5. 도로포장 시공 및 품질관리 기술향상을 위한 국외교육여비 지급결의 미국 1명 10,749,000



(단위 : 원)

출장기간  국외출장 내역 출장지역
 출장
인원

집행액 비고

8.28.~9.6.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2팀) 네덜란드, 노르웨이 4명 8,000,000

8.29.~9.5. 2019년 지역고용정책 국외연수 프랑스 1명 3,862,460

8.29.~9.7. 지방세 공무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지방세정 운영 비교연수 런던, 파리, 독일 1명 4,411,000 도지사

8.30.~9.8. 폐광지역 핵심현안 해결을 위한 해외 유사사례 조사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2명 9,752,000

8.31.~9.9. 2019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연수 인솔업무 추진(중국통상과) 미국 1명 4,255,000

8.5.~8.8. 동북아 청소년 환경활동리더 육성사업 러시아 1명 1,078,100

8.6.~8.11. 필리핀 '강원의 날' 연계 해외매체 광고 및 현지 언론홍보 필리핀 2명 2,787,000

8.6.~8.9.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해외투자사 현지방문 인도네시아 1명 1,267,300

8.7.~8.10. 필리핀 경제사절단 참가 공무원 여비 지급 필리핀 1명 1,055,560

8.8.~8.11. 필리핀 '강원의 날' 토털마케팅 지원 필리핀 4명 5,240,000

9.1.~9.8. 장대터널 재난대응 정책수립을 위한 국외출장 스위스 6명 15,663,280

9.2.~9.12.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18팀) 영국, 독일 4명 8,000,000

9.2.~9.6. 제19기 중견리더과정 역사문화탐방 여비 지급결의 중국 4명 5,578,040

9.14.~9.21. 소방헬기 엔진 제작사 정비교육 싱가포르 2명 4,339,380

9.16 ~ 9.23 글로벌 역량향상 팀제훈련 공무국외출장 독일,프랑스 1명 3,504,340

9.16.~9.20. 제16기 여성리더양성과정 역사문화탐방 여비 지급결의 중국 1명 1,329,340

9.17.~9.25. 사회문화위원회 국외 출장 미국,캐나다 2명 8,386,000

9.17.~9.19. 신북방 수출시장개척 현장답사 우즈베키스탄 1명 1,367,510

9.17.~9.26. 2019년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국외현장학습 여비 지급결의 미국, 멕시코 1명 4,616,000

9.17.~9.28.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3팀) 네덜란드, 스페인 4명 8,000,000

9.18.~9.21. 베트남 강원상품관 및 국외본부 점검 베트남 2명 2,286,620

9.18.~9.23. 플라이강원*동계관광상품 홍보 3개국 로드쇼 추진   인도네시아,태국,대만 2명 4,075,260

9.19.~9.24. 플라이강원*동계관광상품 홍보 3개국 로드쇼   인도네시아,태국,대만 2명 7,387,170

9.19.~9.24. 플라이강원*동계관광상품 홍보 3개국 로드쇼 추진   인도네시아,태국,대만 2명 5,702,030

9.19.~9.24. 플라이강원*동계관광상품 홍보 3개국 로드쇼 추진   태국,대만 1명 2,123,480

9.19.~9.28.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10팀) 몽골, 러시아 4명 6,532,520

9.21.~9.24. 플라이강원*동계관광상품 홍보 3개국 로드쇼 추진   대만 1명 1,173,700

9.22.~10.1. 신규 일자리정책 수립 관련 해외 우수 선진사례 정책연수 덴마크, 독일, 터키 6명 25,788,720

9.22.~10.24. 제4기 글로벌리더과정 국정과제정책연수 여비 지급결의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1명 5,558,520

9.22.~10.3. 제39기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여비 지급결의 미국, 캐나다, 북유럽 등 4명 23,688,590

9.22.~9.29. 소방안전강사 국외연수과정 체코, 크로아티아 1명 3,072,170

9.23.~10.04. 제16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북미캐나다팀 인솔 미국, 캐나다 1명 5,192,940

9.23.~10.2.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위한 해외연수 미국, 캐나다 2명 9,814,000

9.23.~10.5. 제16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여비 지급결의 미국, 캐나다, 유럽 등 20명 96,660,990

9.23.~9.27. 유럽권 기업유치 해외IR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4명 20,601,910

9.23.~9.27. 2019 중국(상하이, 난징) 무역사절단 파견 참가 중국 1명 1,315,300

9.23.~9.28. 2019 인도네시아 강원유학설명회 개최 추진 국외여비 지출 인도네시아 2명 3,490,000

9.23.~10.1. 교육위원회 국외출장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2명 10,000,000

9.24.~10.5. 제16기 핵심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연수 북유럽팀 인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명 5,833,310

9.24.~10.2.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12팀) 영국, 프랑스, 스위스 4명 8,000,000

9.24.~10.5.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16팀) 독일, 체코 4명 8,000,000

9.24.~9.27. 제33차 해외수산기반조사 파견 대만 1명 1,640,000

9.24.~9.27. 러시아 산림협력 및 임업분야 기술교류 추진 러시아 5명 7,627,380

9.24.~9.28. 2019국제아이스하키 세미총회 참석 신청 이탈리아, 로마 2명 5,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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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9.30. 제13회 농수산물 우수상품 엑스포 참가 미국 1명 2,442,800 도지사

9.26.~10.5. 2019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여비지급(11팀) 독일, 네덜란드 4명 8,000,000

9.3.~9.11. 총무행정분야 선진지 해외연수 스위스, 프랑스 3명 3,908,030

9.3.~9.13/8.31~9.9. 2019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연수 독일, 미국 2명 4,000,000

9.3~9.10 2019 세계한상대회 참석 산시성 투자업무협의 중국 2명 2,281,200

9.30.~10.4. 아시아 균류학회 AMC2019 학술발표 일본 2명 2,347,360

9.4.~9.6. 베트남 ITE박람회 참석   베트남 2명 1,759,620

9.4.~9.7.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집행부, 이사회 참석 필리핀 2명 1,933,000

9.4.~9.8. 찾아가는 박물관 해외마케팅 추진 베트남 2명 2,521,000

9.5.~9.10. 2019년 호주지역 강원도특산품 홍보특판전 호주 1명 2,060,330

9.5.~9.9. 제3회 중국-몽골 박람회 참가 국외여비 지출 중국 2명 2,998,000

9.8.~9.11. 제14회 올림픽뮤지엄네트워크 총회 참가 일본 1명 1,658,000 도지사

9.8.~9.13. 대규모 현안 프로젝트 해외투자사 현지방문 아랍에미리트 1명 2,914,950

10.05.~10.12. 소방헬기 정비사 기체 보수교육 말레이시아 1명 1,721,970

10.6.~10.17. 제16기 고위정책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여비 지급결의 미국, 캐나다, 유럽 등 3명 24,470,290

10.8~10.11. 제15회 강원도-돗토리현 환경위생학회 참가 일본(돗도리현) 5명 1,370,500

10.07.~10.13. 68m 고가사다리차 중간검수 및 사양협의 국외출장 독일 5명 15,122,000

10.08~10.15. 선진 농정시스템 사례조사 출장 국제화여비 스위스, 오스트리아 2명 6,503,000

10.10.~10.12 외자유치 프로젝트(중국복합문화타운 조성사업) 추진 현지답사 중국 1명 951,340

10.12.~10.23. 2019년 국가균형발전사업 국외 정책연수 덴마크, 스웨덴, 영국 1명 4,668,000

10.15.~10.18. 2019 강원도-돗토리현 장애인복지분야 국제교류 일본 2명 2,279,000

10.18.~10.27. 중국시장 동계 강원관광 트래블마트 참가  중국 1명 3,547,240

10.21.~10.26. 중국시장 동계 강원관광 트래블마트 참가  중국 1명 2,488,950

10.21.~10.27. 2019 하반기 유럽 시장개척단 파견 체코, 독일 2명 6,762,000

10.21.~10.28. 선진유역관리 해외연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2명 7,038,160

10.23.~10.25. 제9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참가 일본 2명 2,170,650

10.23.~10.27. 중국시장 동계 강원관광 트래블마트 참가  중국 1명 1,695,460

10.23.~10.27. 중국시장 동계 강원관광 트래블마트 참가  중국 1명 1,836,920

10.23.~10.27. 일본시장 강원관광 투어리즘 EXPO 재팬 2019 오사카 홍보마케팅 추진  일본 1명 1,351,160

10.23.~10.30. 치매사업 선진 운영사례 발굴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1명 4,352,000

10.23.~10.31.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시설원예 기술보급 모델발굴 오스트리아, 독일 1명 2,664,590

10.25.~10.29. 신북방 수출시장개척 마케팅 추진 우즈베키스탄 6명 13,309,920

10.28.~10.31. 제21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 참가 일본 2명 2,710,800

10.28.~11.5. 직무전문화 심리치료 및 교육훈련프로그랩 도입 영국 4명 8,000,000

10.28.~11.1. 2019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해외 우수사례 답사 중국 1명 982,000

10.28.~11.2.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선진지 국외 연수 핀란드, 노르웨이 8명 17,554,880

10.28.~11.3. DMZ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례 현지조사 폴란드,독일 1명 3,148,880

10.29.~11.1. 2019년도 우수,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대만 2명 28,459,390

10.30.~11.2. 러시아 연해주의회 교류방문 러시아 3명 4,112,660

10.30.~11.7 FTA체결확대 및 수입과일 대응 해외 과수산업 실태조사 이탈리아, 프랑스 1명 3,685,000

10.30.~11.2. 제126회 중국수출입상품교역회 참가 중국 1명 1,405,280

11.01.~11.09. 직무전문화 대형산불 대응 현장지휘체계 연구 캐나다 5명 10,000,000

11.2.~11.6. 강원도-돗토리현 자매결연 25주년 기념사업 참가 일본 7명 8,855,000

11.03.~11.16. 화재진압 및 구조대원 교육연수 싱가포르 7명 13,8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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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11.13. 해외 공무원교육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국 1명 4,252,000

11.10.~11.17.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국외연수 프랑스, 영국 1명 3,049,800

11.11.~11.17. 직거래 벤치마킹 교육과정 참가자 국외여비 지출결의 스페인, 프랑스 1명 3,328,000

11.14.~11.16. 19년 중국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4명 2,768,000

11.16.~11.23. 2019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 참가 독일 2명 5,888,000

11.18.~11.23. 국외 우수생물권보전지역 정책연수 태국 2명 3,631,000

11.19.~11.21. 2019 중국 북경 크루즈 포트세일즈 참가 베이징 1명 914,700

11.20.~11.22. 극동지역 비즈니스 클럽 정기회의 참석 러시아 3명 3,205,570

11.20~11.27 잠재투자자 발굴을 위한 KOTRA연계 중국투자유치 IR참석 중국 3명 4,328,270

11.21.~11.24. 중국 선전국제관광박람회 참석   중국 1명 1,211,250

11.23.~11.28. 강원 여성CEO 해외통상촉진단 러시아 1명 2,068,000

11.23.~11.28. 강원 여성CEO 해외통상촉진단 파견 러시아 1명 544,840

11.24.~12.6. 2019년 하반기 국외단기 글로벌공동연수과정 참가자 국외여비 지급결의 스위스, 독일 1명 4,645,110

11.25.~11.27. 중국 선전 시장조사 중국 3명 2,643,330

11.25.~12.4. 2019년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해외 정책연수 스페인, 포르투갈 7명 26,024,200

11.25~11.30. 국제화학박람회 견학 및 현지기관 시찰 베트남 4명 4,788,200

11.26.~11.30. 2019 네팔 강원유학설명회 개최 추진 국외여비(중국통상과) 네팔 2명 3,683,840

11.27.~11.30. 제3회 한-베트남 탄소광물플래그십 사업 비즈니스 포럼 참석 베트남 2명 2,830,000

11.30.~12.5. 제5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 강원도 유공자 해외연수 싱가포르 1명 2,822,170

11.4.~11.11.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선진 사례 연구 독일 2명 7,481,000

11.5.~11.9. 2019 우즈베키스탄 강원유학설명회 개최 추진 국외여비(중국통상과) 우즈베키스탄 1명 1,665,610

11.5.~11.9. 2019년 민원행정분야 선진지 해외연수 싱가포르 1명 1,736,300

11.6.~11.10. 베트남 타깃 홍보영상제작 및 한베음식문화축제 등 해외홍보 베트남 2명 2,509,620

11.6.~11.10.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관련 실무협의 스위스 2명 4,599,000

11.7.~11.10. 한미학술대회 및 평화프로세스 간담회 참석 미국 4명 27,794,000

11.7.~11.11. 도립예술단 베트남 하노이 해외공연 추진 베트남 1명 1,164,000

11.7.~11.12. 2019 한베 음식문화축제 및 베트남-태국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 지원 베트남 1명 1,516,160

11.7.~11.14. 유럽 에너지 프로슈머 답사 독일,프랑스 1명 4,378,700

11.7.~11.9. 타이베이 한국문화관광대전 연계 강원관광 세일즈  중국 1명 836,780

12.07.~12.14. 소방헬기 정비사 자가진단 장비운용 교육 말레이시아 2명 3,844,480

12.1.~12.10. 2019년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 뉴질랜드, 호주 1명 4,248,000

12.11.~12.18. 동계 옥수수 세대촉진사업 파종 베트남 1명 1,594,210

12.13.~12.17. 도정 현안해결 유공 공무원 국외업무 여비 지출(2차) 미얀마 19명 39,983,000

12.13.~12.17. 도정 현안해결 유공공무원 국제화여비 지출(2차) 미얀마 2명 4,234,000

12.14.~12.25. 해외선진 건축사례 조사 미국 7명 39,868,510

12.15.~12.23. 기획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독일, 네델란드 4명 21,095,800

12.15.~12.18. 지자체 캐릭터 성공사례 벤치마킹 일본 4명 3,279,390

12.15.~12.20.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해외연구시설 방문 미국, 캐나다 4명 22,004,240

12.15.~12.22.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해외연구시설 견학 미국, 캐나다 1명 4,655,780

12.16.~12.20. 중국 지린성 외사판공실 주최 한국 자매우호지역 교류공무원 초청 행사 참가(중국통상과) 중국 1명 478,720

12.16.~12.20. 중국 지린성 외사판공실 주최 한국 자매우호지역 교류공무원 초청 행사 참가 중국 2명 1,131,760

12.16.~12.20.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 관련 해외테마파크 현지 시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3명 6,820,980

12.17.~12.19. 북방항로 취항관련 일본 교토부 현지 업무협의 일본 4명 3,752,890

12.17.~12.21. 강원도 저탄소신산업 해외협력사업 추진 필리핀 현지방문 필리핀 3명 3,58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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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12.21. 강원도 저탄소신산업 해외협력사업 추진 현지방문 필리핀 1명 1,000,000

12.17.~12.24. 소방공무원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외 교육기관조사 및 협의 미국 4명 13,815,420

12.19.~12.20.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관련 공무국외 출장 준비금 중국 1명 220,000

12.19.~12.21. 2019년 대만 강원상품 상설전용매대 지원사업 현지점검 대만 1명 1,136,500

12.19.~12.24. 강원도-알타이주 태권도 체육교류 러시아 2명 1,895,000

12.19.~12.27. 접경지역 지원정책 해외 선진사례 조사 독일, 체코 4명 15,610,000

12.19~12.20.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수요 및 송출인력 파악 관련 중국 1명 650,900

12.2~12.6 EFEZ 망상지구 해외 IR 싱가포르 3명 7,995,000

12.22.~.1.1. 강원 유소년 축구 평화캠프 및 친선경기 참가 중국 1명 1,301,000

12.22.~12.24. 남북 민간 수산전문가 포럼 개최 협의 등을 위한 국외공무 출장 중국 3명 3,030,400

12.22.~12.25. 재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유공자 선진 산업기술 현지시찰 중국 1명 1,207,150

12.24.~12.25. 양양공항 중국노선 개설을 위한 현지 항공사 및 여행사 관계자 업무 협의 베이징 2명 999,350

12.26.~12.28. 중국 온라인 시장 진출 관련 해외 대행사 면담(중국통상과) 중국 2명 2,585,600

12.26.~12.29. 베트남 자동차부품업체 시장개척상담회 참가 베트남 1명 1,372,000

12.3.~12.11. 폐광지역 개발을 위한 선진지 사례 조사 이탈리아, 프랑스 2명 7,245,880

12.3.~12.6. 일본 고기능 소재 전시회 일본(도쿄) 5명 7,429,000

12.3.~12.8. 2019년 미국 LA 시장개척단 파견 미국 1명 2,488,000

12.3.~12.9. 복합영농단지 배수시설 현장견학 및 배수개선 담당자 해외연수 여비 지급결의 네덜란드, 벨기에 1명 2,309,260

12.4.~12.7. 러시아 타깃 강원도 해외홍보 관련 업무논의 러시아 3명 3,312,500

12.5.~12.7 중국복합문화타운 런칭식 및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중국 2명 2,772,770

12.5.~12.7. 중국복합문화타운 런칭식 및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에 따른 국외출장여비 지출 중국 2명 3,325,480

12.8.~12.13. 탈북민 정착 지원 실무자 해외 견학 참석 캄보디아,라오스 1명 2,144,000

12.9.~12.13. 농업분야 우호협약 및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에 따른 현지실사 캄보디아 2명 2,066,780

12.9.~12.13. 농업분야 우호협약 및 계절근로자 도입 협약에 따른 현지실사(준비금 지급) 2명 87,740

12.9.~12.13. 대규모 현안프로젝트 해외금융그룹 현지방문 아랍에미리트 1명 2,688,800

12.9.~12.13. 2019년 미국 LA 물류창고지원사업 현지 점검 및 실사 미국 1명 2,405,820

12.9.~12.13. 도정 현안해결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참가자 국외여비 지출결의(1차) 미얀마 19명 40,015,000

12.9.~12.13. 도정 현안해결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참가자 국제화여비 지출결의(1차) 미얀마 2명 4,234,000

해외선진 사례조사에 따른 비자 및 보험료 지출 339,870

제9회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참가(항공권 취소 수수료) 430,000

하농 국제학교 방문관련 비자발급 수수료 400,000

중국 지린성 초청 국제농업식품박람회 참관 및 농정분야 교류 △652,800

국외업무출장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100,000

공무국외출장 관련 준비금(비자발급비)추가 지급 300,000

중국 지린성 초청 국제농업식품박람회 참관 및 농정분야 교류 △425,640

외교부 여행경보 발령에 따른 홍콩 시장조사 취소 수수료 지출 506,090

국외업무출장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300,000

국외업무출장 취소에 따른 취소수수료 690,000

FTA체결확대 및 수입과일 대응 해외 과수산업 실태조사 연수비 취소수수료 315,000

해외 성공도시 벤치마킹 일정 변경계획에 따른 취소 수수료 450,000

제6회 아리스포츠컵 축구대회 취소에 따른 수수료 1,695,000

제6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취소에 따른 수수료 215,000

2019 국제청소년스포츠대회 참가자 변경에 따른 항공권 취소 수수료 46,500

국외장기교육생 1분기 체재비 등 지급(25명) 226,96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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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항공료 지급 1,838,500

제4기 글로벌리더과정 교육생 비자발급비용 지급 522,000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귀국 항공료 지급 1,508,600

국외장기교육생 2분기 체재비 등 지급(25명) 219,761,210

2019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외훈련대상자 2분기 체재비 등 지급 25,886,610

과장급 국외장기교육생 귀국항공료 및 이전비 지급결의 871,850

국외장기교육생 2분기 체재비 등 지급(25명) △5,118,470

과장급 국외장기교육생 귀국에 따른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485,300

담당급 국외장기교육생 귀국에 따른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1,975,570

국외장기교육생 및 동반가족 귀국 항공료 지급결의 5,002,500

담당급 국외장기교육생 귀국에 따른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3,500,000

국외장기교육생 및 동반가족 귀국 항공료 지급결의 2,981,600

2019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외훈련대상자 3분기 체재비 등 지급결의 26,892,010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3분기 체재비 등 지급결의 54,679,030

국외장기교육생 및 동반가족 귀국 항공료 지급결의 735,390

담당급 국외장기교육생 귀국에 따른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3,500,000

담당급 국외장기교육생 귀국에 따른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14,092,88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6,913,470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4,885,43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2,935,70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체재비 등 지급결의 40,126,91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10,651,400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10,392,500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3,735,92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3,141,60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15,033,20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3분기 체재비 등 지급결의 40,765,49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교육생 3분기 체재비 등 지급결의(3차) 9,464,94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12,261,520

2019년도 지방인사제도 연구 국외연수 체재비 9,752,840

2019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하계국제훈련 항공료 지급결의 9,772,200

국외장기교육생 및 동반가족 귀국 항공료 지급결의 11,359,920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16,703,070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872,140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3분기 체재비 등 지급결의(4차) 25,166,100

제39기 고급리더과정 국외정책과제훈련 준비금 지급결의 148,900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14,231,920

국외장기교육생 및 동반가족 귀국 항공료 지급결의 7,170,670

2019년도 KDI국제정책대학원 국외훈련대상자 4분기 체재비 등 지급결의 11,875,480

국외장기교육생 귀국에 따른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12,763,950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169,726,070

2019년도 국외장기교육생 4분기 체재비 등 지급결의 2,180,00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2,571,00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4,1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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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21,000,00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29,401,40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1,773,900

과장급 국외장기교육생 4분기 체재비 등 정산 지급결의 7,605,85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 대상자 체재비 등 지급결의 73,472,62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803,50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생 체재비 등 지급결의 217,624,71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및 동반가족 항공료 지급결의 24,211,20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훈련 대상자 화물이송비 지급결의 25,809,330

강원도 국외장기교육생 훈련과제 수행경비 정산 지급결의 3,698,810

2019년 출장 취소 수수료(의회) 3,924,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