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천원)

출장기간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인원 집행액 비고

계 94 272,502

2019-01-09 ~ 2019-01-13 2019년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장단 베트남 1 1,545

2019-01-14 ~ 2019-01-19 제설업무관련 공무 국외연수 러시아 1 3,200

2019-01-25 ~ 2019-01-28 이웃사촌 시범마을 추진을 위한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방문 일본 2 3,447 단체장

2019-03-04 ~ 2019-03-08 의성군-캄보디아 외국인계절근로자 MOU추진을 위한 해외출장 캄보디아 2 2,492

2019-03-07 ~ 2019-03-11 경북 명품사과 및 우수 농산물 해외수출촉진 홍보행사 태국 1 1,358

2019-04-02 ~ 2019-04-09 2019년 친환경농업 해외선진지 연수 독일, 스위스, 영국 1 3,800

2019-04-10 ~ 2019-04-17 2019년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국외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2 7,498

2019-04-11 ~ 2019-04-17 2019년 정부양곡관리 해외선진지 연수 오스트레일리아 1 2,500

2019-04-21 ~ 2019-04-24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해외선진지 견학 일본 4 6,442

2019-04-25 ~ 2019-05-03 지방재정발전 유공공무원 공무국외연수단 프랑스, 스위스, 독일 1 3,074

2019-05-06 ~ 2019-05-15 2018년 군정발전연구단 과제연구 우수팀(의구심) 스페인, 포르투갈 4 14,744

2019-05-15 ~ 2019-05-24 2019년 민원담당공무원 해외시찰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1 4,201

2019-05-16 ~ 2019-05-25 2018 군정발전연구단 청년일기 아이슬란드, 영국 6 20,455

2019-05-17 ~ 2019-05-25 2019년 농촌지역개발사업 국외연수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1 4,498

2019-05-21 ~ 2019-05-24 의성군 기념 빛의 거리 조성을 위한 몽골셀렝게아이막 만달군 방문 몽골 2 3,732

2019-05-21 ~ 2019-05-29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해외 연수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1 4,000

2019-05-27 ~ 2019-05-31 국제자매도시 중국 함양시 교사학생 연수단 중국 2 1,606

2019-05-31 ~ 2019-06-08 선진 평가제도 비교연구 및 시책사례 발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1 4,409

2019-06-04 ~ 2019-06-14 전문지도연구회 국외 기술지도 연수단 에티오피아 1 3,884

2019-06-12 ~ 2019-06-21 2019년 결핵관리사업 선진지 국외연수 영국, 프랑스, 독일 1 4,400

2019-06-19 ~ 2019-06-27 2019 농촌지도공무원 역량개발 해외연수 미국 2 6,400

2019-06-19 ~ 2019-06-28 2018년 군정발전연구단 우수팀 해외연수(무대뽀) 아이슬란드, 영국 6 24,939

2019-06-24 ~ 2019-06-28 LP가스 배관망 공급 및 안전관리 우수사례 해외연수 일본 1 1,075

2019-06-24 ~ 2019-07-02 2018년 경상북도 에너지효율대상 유공공무원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1 3,254

2019-06-24 ~ 2019-07-02 CCTV 통합관제센터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독일 1 3,930

2019-06-26 ~ 2019-06-29 시군 투자유치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투자유치 우수사례 벤치마킹 말레이시아 1 1,163

2019-06-30 ~ 2019-07-08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2019 농어촌 선진국 국외연수 추진계획 프랑스, 스페인 2 3,250 단체장

국외여비 집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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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 2019-07-07 몽골 셀렝게아이막 만달군 우호 방문 몽골 4 5,983

2019-07-03 ~ 2019-07-10 2019년 지방세 정책비교 해외연수 프랑스, 스페인 1 3,836

2019-07-03 ~ 2019-07-11 사회복지공무원 선진해외 복지제도 연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1 3,427

2019-07-04 ~ 2019-07-13 2019년 상반기 경상북도 시군의회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1 3,145

2019-07-09 ~ 2019-07-17 2019년 식품안전관리 선진지 견학 미국, 캐나다 1 4,307

2019-07-15 ~ 2019-07-19 2019년 산림병해충방제 기술교육 협력 정책연수 중국 1 748

2019-07-15 ~ 2019-07-23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국외연수단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1 3,479

2019-07-24 ~ 2019-08-01 2019 고등학생 해외명문대 탐방 인솔 미국 1 3,737

2019-07-24 ~ 2019-08-02 2019년 공무원 해외연수 러시아, 그리스 5 14,700

2019-08-21 ~ 2019-08-30 2018년 군정발전연구단 우수팀 해외연수(비상구) 이탈리아 6 25,200

2019-08-29 ~ 2019-09-05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 자치단체 관계자 국외연수 프랑스 1 3,625

2019-09-19 ~ 2019-09-30 2019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 정책과제연수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등 2 9,454

2019-09-19 ~ 2019-09-30 2019 중견간부양성과정 국외 정책과제연수 캐나다, 미국 1 5,126

2019-09-25 ~ 2019-09-29 2019 모범 이·반장 해외선진지 견학 인솔 베트남 1 1,233

2019-09-30 ~ 2019-10-02 의성 명품사과 및 우수 농산물 해외수출촉진 베트남 1 983

2019-10-17 ~ 2019-10-24 2019 지방세담당공무원 정책비교 국외연수(2팀) 스위스, 독일 1 3,685

2019-10-23 ~ 2019-10-30 2019년 귀농귀촌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국외연수 프랑스, 영국 1 3,669

2019-10-23 ~ 2019-10-31 상하수도분야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3,490

2019-10-24 ~ 2019-10-28 중국 연태시 인민우호협회 초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중국 1 1,559

2019-11-05 ~ 2019-11-14 도-시군 선진 노사문화 체험연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1 4,054

2019-11-07 ~ 2019-11-15 2019년 하반기 경상북도 시군의회 사무직원 공무국외출장 미국 1 3,630

2019-11-14 ~ 2019-11-17 일본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실태 조사 일본 2 2,473

2019-11-21 ~ 2019-11-25 베트남 해외 홍보 판촉행사 참석 베트남 4 4,724

2019-11-21 ~ 2019-11-29 2019년 계약원가심사 공무원 국외연수 프랑스, 룩셈부르크, 독일 1 4,424

2019-12-05 ~ 2019-12-13 농업인단체 해외현장교육 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1 2,759

2019-12-09 ~ 2019-12-13 의성농업대학 자두과정 해외현장교육 대만 1 1,242

2019-12-12 ~ 2019-12-17 2019년 청소년 정책 국외연수 오스트리아, 독일 1 2,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