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종목단체 일반현황

명칭

(한글) 사단법인 대한육상연맹

(영문)
KOREA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연혁

○ 1945.09.23 대한육상연맹 창립

○ 1945 대한체육회 가맹

○ 2009.10 사단법인 승인

○ 1973 아시아육상경기연맹(AAA)가맹

○ 1945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가맹

경영공시 문의사항 : 024143032

-설립목적 및 기능

○ 설립목적

육상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력을 향상하게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량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

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 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 기능

육상경기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육상경기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육상경기에 관한 국제대회의 개최 및 참가

육상경기의 전국규모 연맹체 및 시.도연맹의 지도와 지원

육상경기 대회의 주최 및 주관

육상경기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육상경기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육상경기의 경기시설, 장비의 개발, 개량 및 이와 관련된 공인

육상경기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육상경기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육상경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그밖의 육상경기 진흥 및 육상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

○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시도회원단체 0명, 산하연맹체 0명, 계0

○ 분과위원회

명칭 위원수 위원장(직위) 주요기능

여성위원회 0 이영숙
여성 육상경기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고 실

행

트랙필드경기력향상

위원회
0 김용환

트랙.필드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기술 연구, 경기력향상을 도모

스포츠공정위원회 0 양재완
연맹, 시도회원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조직

○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시도회원단체 0명, 산하연맹체 0명, 계0

○ 분과위원회

명칭 위원수 위원장(직위) 주요기능

경기위원회 0 최인해

연맹 주최.주관 대회의 개최 계획 수립, 공정한 경기 운

영과 심판 판정을 도모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을 목적

시설위원회 0 임상규
육상경기장 및 육상경기용품의 공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신인발굴위원회 0 김만호
육상의 미래를 위한 꿈나무선수의 발굴 계획과 육성방

안 및 신인 발굴을 위한 저변확대

국제위원회 0 윤철훈 국제스포츠외교활동과 국제정보 수집

생활체육위원회 0 김영래
생활체육 동호인 육상경기 참여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

지도 보급

지도자육성위원회 0 백형훈
육상경기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 지도

자의 양성을 위한 계획 및 수립/실행

마라톤경기력향상위

원회
0 이봉주

마라톤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훈련기술 연

구, 경기력향상을 도모

○ 산하연맹체

명칭 성명 직업 및 직위 단체주소 전화번호

서울육상연맹 김세용 회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상

봉동) 서울육상연맹
02-490-2763

실업육상연맹 윤형관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

실동) 종합운동장내 B28-1호
02-424-1433

대구육상연맹 최영수 회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고성

동3가) 대구시체육회내
053-357-9598

인천육상연맹 박등배 회장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문

학동) 인천문학경기장내
032-882-7722

광주육상연맹 박종석 회장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풍암

동) 월드컵경기장내
062-526-6213

대전육상연맹 조웅래 회장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부사

동) 한밭종합운동장내
042―252-2558

울산육상연맹 김종일 회장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남외동

) 울산종합운동장내
052-286-6605

세종육상연맹 오동희 회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116  시민체육관내
044-862-8601

경기도육상연맹 조덕원 회장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

(정자동) 경기도체육회관내 905호
031-252-1392

강원도육상연맹 최선근 회장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36

(송암동) 송암종합운동장내
033-255-9963

충청북도육상연맹 신동삼 회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 (사직동) 청주실내체육관내
043-273-3008

충청남도육상연맹 전용환 회장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길 25 (웅

진동) 시민운동장내
041-852-9593

전라북도육상연맹 정대영 회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 (덕진동1가) 전북체육회관 5층

503호

041-852-9593



○ 산하연맹체

명칭 성명 직업 및 직위 단체주소 전화번호

전라남도육상연맹 송진호 회장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01 (용당

동) 유달경기장내
061-274-2662

경상북도육상연맹 최경용 회장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84 (교촌

동) 영천시민운동장내
054-338-2101

경상남도육상연맹 손교덕 회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두대동) (창원종합운동장내

154-2호)

055-266-6319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이동대 회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일동) 제주종합경기장내
064-756-3213

한국중고육상연맹 정한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

실동) 종합운동장내  주경기장 지하

1층 B19

02-419-6323

대학육상연맹 박용학 회장

부산육상연맹 빈대인 회장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25 (서대

신동3가) 389-1
051-253-3543

-국제기구 임원진출현황

기구명 성명 선임직위명 피선시기 임기 비고

IAAF(국제육상연맹) 김기봉 ATO 대륙기술임원 2004-12 계속

IAAF(국제육상연맹) 구본칠 ATO 대륙기술임원 2002-08 계속

-역대 회장현황

대순 회장명 취임일자 재임기간 당시직업 및 직위 비고(회장직대)

1 김승직 1945-11 1947-03 회장

2 정항범 1947-03 1949-03 회장

3 정일형 1949-03 1949-04 회장

4 최순주 1949-05 1951-01 회장

5 백두진 1951-01 1954-04 회장

6 이동근 1954-04 1954-10 회장

7 윤치영 1954-10 1961-05 회장

8 권태하 1961-05 1962-02 회장

9 유흥수 1962-02 1963-09 회장

10 손기정 1963-09 1966-01 회장

11 강상욱 1966-01 1968-01 회장

12 민관식 1968-01 1971-01 회장



-역대 회장현황

대순 회장명 취임일자 재임기간 당시직업 및 직위 비고(회장직대)

13 김현옥 1971-01 1971-07 회장

14 정상희 1971-07 1972-06 회장

15 이주훈 1972-06 1977-01 회장

16 부완혁 1977-03 1979-07 회장

17 이인근 1979-08 1980-09 회장

18 장익룡 1980-09 1985-01 회장

19 박정기 1985-01 1996-12 회장

20 이대원 1997-01 2005-01 회장

21 신필렬 2005-01 2009-01 회장

22 오동진 2009-01 2016-08 회장

23 배호원 2016-08 회장

-대회개최계획

계
국제대회 국내대회(전국규모대회)

비고
파견 초청 대통령기(배) 장관기(배) 체육회장기(배 회장기배 기타

47 17 12 1 1 1 0 15

-훈련계획

국가대표선수 후보선수

규모
강화훈련

(일간)

해외전지훈련

(회수)

기타

(회수)
규모

강화훈련

(회수)

해외전지훈

련

(회수)

기타

(회수)

남
임원 9

240 9 남
임원 16

40 1
선수 20 선수 81

여
임원

240 9 여
임원 3

40 1
선수 6 선수 54

-강습회 및 연수회(심판,지도자 등)

명칭 기간 장소 규모 주요내용

2017경남심판강습회 20170106

김해제일고

등학교 시청

각실

180여명 심판강습

2017경기도심판강습회 20170217
경기도체육

회관
약250여명 심판강습

2017충북심판강습회 20170220
청주국민생

활관 소강당
약160여명 심판강습



-강습회 및 연수회(심판,지도자 등)

명칭 기간 장소 규모 주요내용

2017제주심판강습회 20170421

제주도체육

회관 세미나

실

약 110여명 심판강습

IAAF/KAAF 공인1급 지도자과정 20170210
대구 육상진

흥센터
약20여명 국내지도자양성과정

2017개발도상국초청 국제육상지도자교

육과정
20171031

대구 육상진

흥센터
약140여명 국제육상지도자교육과정

-아시아/국제회의 참가(개최)계획

명칭 기간 장소 규모 주요내용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2017 년도 결산(단위 : 원)

보조금(A) 자체수입(B) 합계(A+B) 재정자립도(%)

3,029,327,892 5,038,470,805 8,067,798,697 62.45

세입

보조금(A)

국민체육진흥기금

공익적립금 지방비 기타행정/인건비

보조
대회 훈련 기타사업비

224,629,920 86,427,412 2,070,617,198 647,653,362 0 0 0

자체수입(B)

기부금 사업수입 이자수익

전기이월
회장 임원 기타 협찬금 공인료

등록회비

중계료 기타
적립금

과실금
기타

등록비 참가비 강습료

1,500,0

00,000
0 0

772,00

0,000

234,22

6,000

75,548,

598

38,943,

786
0 0

843,86

9,218
0

4,392,

632

1,569,49

0,571

세출

사무처 운영 대회개최
국제대회 참

가

훈련비

인건비 경상비 국내대회 국제대회 국내 국외 수당

381,342,581 430,063,366 511,652,689 194,539,758 280,527,002
2,030,346,7

00
407,404,429 631,358,000

국제교류
강습회 예비비 이월금 기타 합계

파견 초정

20,744,019 29,144,600 283,930,814 0 1,133,747,623 1,732,997,116 8,067,798,697



- 2018 년도 예산(단위 : 원)

보조금(A) 자체수입(B) 합계(A+B)

3,482,561,400 4,352,995,570 7,835,556,970

세입

보조금(A)

국민체육진흥기금

공익적립금 지방비 기타행정/인건비

보조
대회 훈련 기타사업비

260,500,000 94,000,000 2,388,893,400 739,168,000 0 0 0

자체수입(B)

기부금 사업수입 이자수익

전기이월
회장 임원 기타 협찬금 공인료

등록회비

중계료 기타
적립금

과실금
기타

등록비 참가비 강습료

1,500,0

00,000
0 0

772,00

0,000

230,00

0,000

75,000,

000

38,000,

000
0 0

599,74

7,947
0

4,500,

000

1,133,74

7,623

세출

사무처 운영 대회개최
국제대회 참

가

훈련비

인건비 경상비 국내대회 국제대회 국내 국외 수당

436,500,000 441,500,000 598,519,000 240,157,000 307,453,000
2,205,827,0

00
502,352,960 887,090,000

국제교류
강습회 예비비 이월금 기타 합계

파견 초정

22,332,000 25,212,000 322,500,000 0 285,486,828 1,560,627,182 7,835,556,970

-재정자립 적립현황(단위 : 원)

법인화기금(문관부) 국민체육진흥기금(체육회) 자체적립금(연맹) 계



-등록팀 현황

구분 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

(실업포함)
기타

남 여
혼

성
남 여

혼

성
남 여

혼

성
남 여

혼

성
남 여

혼

성
남 여

혼

성

등록팀 1018 33 20 397 82 59 180 27 17 56 2 1 42 15 10 50 4 1 22

등록선수 5509 1058 828 0 924 540 0 754 372 0 263 116 0 309 245 0 65 35 0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주)부산은행 성세환 3 5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17층 지역발전홍보부

(주)엘에스지 이석규 1 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직산대로 359

K-water
한국수자원

공사
2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SH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3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개포로

621

강릉시청 최명희 1 5 강원도 강릉시 교1동 725~786 785-1

강원도청 최문순 2 8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강원도청 체육과

강원도체육회 최문순 1 3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36 강원육상

연맹

경기도청 남경필 2 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0~31 경기

도체육회관 경기도체육회 훈련과

경남양산시체육회 정상열 1 3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533 양산종합운동

장 내 양산시체육회

경남체육회 한경호 2 1

경산시청 최영조 3 12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00 시민운동장내

체육진흥과

경주시청 최양식 1 5 경북 경주시 황성동 산1-1

경찰대학 서범수 1 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학 무

궁화체육단 육상부

고양시청 최  성 3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장미란체육관

412호

과천시청 신계용 2 8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200번지

광양시청 정현복 2 7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광주광역시청 윤장현 4 16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서

구 내방로 111 (치평동 1200)체육진흥과

광주시청 조억동 2 4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교

육체육과

괴산군청 이차영 1 1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

군청

구미시청 남유진 1 14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구미시체

육회관 4층 구미시체육회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구미시체육회 남유진 2 7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375-22 구미시체육

회관 4층

국군체육부대
강추영 대장

님
1 16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상무로

101번지 국군체육부대 1경기대 육상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창섭 2 6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3-1번지 경정스포츠

단운영팀 마라톤

군산시청 군산시장 1 4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64-1 월명실내체

육관내 체육진흥과

김포시청 유영록 1 8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시청앞길

40 교육체육과

남양주시청 이석우 1 10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남양주시

청 체육청소년과

남양주시체육회 이석우 1 4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산31~200 산95

논산시청 황명선 1 8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10 공설운동장 내

시민체육회

대구광역시청 권영진 3 7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 대구광역시 체

육회 경기지원과

대전광역시청 권선택 1 4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체육회관 2층 대전

체육회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근종 1 2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17번지 충무체육

관내 시설관리공단

목포시청 박홍률 2 5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88-2

무소속(경기) 0 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7-10번지

경기도체육회관 내 902호

무소속(경남) 0 1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번지

무소속(경북) 1 1 경북 영천시 완산동 928-18

무소속(대전) 0 3 대전 중구 부사동 177 (공설운동장 내)

무소속(서울) 0 7
서울 중랑구 상봉2동  136 서울시 체육회

311호

무소속(울산) 0 2 울산 중구 남외동 865

무소속(인천) 0 1 인천 남구 문학동 482번지 2층

무소속(전남) 0 1
전남 목포시 용당2동 1069번지 유달경기장

내 전남육상경기연맹

문경시청 고윤환 1 5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문경시청 문경시청

육상팀

보은군청 정상혁 2 9

부천시청 김만수 1 8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1156 부천

시청)

사천시체육회 박근환 1 1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32(벌리동) 사천시

체육회

삼성전자(주) 이봉주 6 7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369-2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상주시체육회 1 1 경북 상주시 남성동 140-3

서귀포시청 이중환 4 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77~1182 걸매축구장내 서귀포시체육회

서울시체육회 박원순 1 2

서천군청 노박래 2 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

청 자치행정과

성남시청 이강국 1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6~500

486번지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6층

속초시청 이병선 1 3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시흥시청 김윤식 1 8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체육진

흥과

시흥시체육회 김윤식 1 4
경기도 시흥시 하중로 226 국민체육센터 내

시흥시체육회

안동시청 권영세 1 8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체육관광

과

안산시청 안산시장 3 1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화랑로 387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안양시청 안양시청 3 1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경수대로 483

대우디오슈페리움 101-801

양주시체육회 이성호 2 11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4층 양주시

체육회

양평군청 김선교 2 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청 문화체육지

원과 체육지원팀

양평군체육회 김선교 1 9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마유산로 11 구.실내

체육관

여수시청 주철현 2 6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109번지

연제구청 이위준 1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연제구청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영동군청 박세복 1 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26

영월군청 박선규 1 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영월군청 고

용교육체육과 체육진흥계

영주시청 장욱현 1 7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109 시민운동장 내

영주시체육회

옥천군청 김영만 1 8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체육시설사

업소

용인시청 정찬민 2 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중

부대로 1199 체육진흥과

울산시청 김기현 1 6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865번지 울산광역

시 체육회

원주시청 원창묵 1 5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시청 5F 건강체

육과

음성군청 이필용 1 7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33-14 음

성군청운동부숙소

의왕시체육회 배명혁 0 5 경기도 의왕시 복지로 27 2층 의왕시체육회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이천시청 1 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

운동장 내 체육지원센터

이천시체육회 조병돈 1 9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

운동장내 이천시체육회

익산시청 정헌율 3 9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인천남동구청 장석현 2 4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남동구청 문화

체육과 6층

인천시청 유정복 1 6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문학경기장 482번

지 2층 인천시체육회

전남체육회 이낙연 1 2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 전라남

도체육회관 5층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2 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전북개발공사

전북체육회 정대영 1 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

503호

정선군청 김동주 1 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강원도 정선

군 정선읍 애산로 60 정선군 체육회관 2층

동계올림픽지원단

제주시청 고경실 2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

1동 야구장

제천시청 제천시장 1 9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번지 제천시청

진도군청 000 2 1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천군청 송기섭 2 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65 진천군

청 문화체육과

창원시청 안상수 1 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창원종합운

동장 창원종합운동장 창원시체육회

청주시청 청주시청 2 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청주시체육회
청주시체육

회
1 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55 청주시

체육회

춘천시청 최동용 1 4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체육청소년과 육

상담당

충남도청 이우택 1 8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

도청  체육진흥과

충남체육회 유의석 1 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

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의회동

103호

충주시청 충주시청 2 9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문화체육

과

코오롱 안병덕 1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2 코오

롱스포렉스 신관 3층 코오롱스포츠단

파주시청 이재홍 2 8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포천시청 민천식 1 6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문화체

육과

포천시체육회 민천식 1 13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18 포천종

합운동장내 포천시체육회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포항시청 이강덕 2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체육지원과

포항시체육회 이강덕 2 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321 포항시체

육회관2층

한국전력공사 권춘택 2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전

력공사 업무지원처 스포츠지원팀

함안군청 차정섭 1 7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군청 문화관광

과 체육계

합천군청 하창환 1 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

청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해남군청 박한수 2 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우슬경기장

육상사무실

화성시청 채인석 3 13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체육청소년과

화성시체육회 채인석 1 7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470(도

이리 31-6)

-등록심판 현황

국내심판 국제심판

미지정 계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1급 2급 3급 4급 기타 소계

1282 1020 3002 0 0 5304 0 0 0 0 0 0 268 5572

-회원종목단체 제 56조(경영공시) 2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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