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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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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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위원회 0 윤여춘 - 육상연맹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기본방침

생활체육위원회 0 윤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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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레이스경기력향

상위원회
0 김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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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태 회장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남외동

) 울산종합운동장내
052-286-6605

세종육상연맹 윤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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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윤철 회장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450 (두대동) (창원종합운동장내

154-2호)

055-266-6319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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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31 11 1 1 1 0 14

-훈련계획

국가대표선수 후보선수

규모
강화훈련

(일간)

해외전지훈련

(회수)

기타

(회수)
규모

강화훈련

(회수)

해외전지훈

련

(회수)

기타

(회수)

남
임원 5

240 11 남
임원 16

40 1
선수 20 선수 80

여
임원

240 11 여
임원 3

40 1
선수 6 선수 55

-강습회 및 연수회(심판,지도자 등)

명칭 기간 장소 규모 주요내용

2018인천심판강습회 20180209
인천체육회

2층
164명 심판강습

2018충북경보경기심판강습회 20180310
청주 국민생

활관
56명 심판강습

2018해외우수지도자초청세미나 20180910
목포유달경

기장
54명

기술동작 오류 및 교정/훈련

계획/대회준비과정 및 경험제

공/기술원리분석



-강습회 및 연수회(심판,지도자 등)

명칭 기간 장소 규모 주요내용

2018전북심판강습회 20180713
익산공설운

동장
190명 심판강습

IAAF/KAAF 공인1급 지도자과정 20181019
대구 육상진

흥센터
약20여명 국내지도자양성과정

2018개발도상국초청 국제육상지도자교

육과정
20181023

대구 육상진

흥센터
약140여명 국제육상지도자교육과정

-아시아/국제회의 참가(개최)계획

명칭 기간 장소 규모 주요내용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 2018 년도 결산(단위 : 원)

보조금(A) 자체수입(B) 합계(A+B) 재정자립도(%)

3,900,653,145 4,747,931,433 8,648,584,578 54.90

세입

보조금(A)

국민체육진흥기금

공익적립금 지방비 기타행정/인건비

보조
대회 훈련 기타사업비

337,619,920 99,333,200 2,336,579,103 1,127,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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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91

2,420

800,00

0,000

333,26

9,500

74,948,

916

40,343,

829
0 0

463,57

7,946
0

2,131,

199

1,133,74

7,623

세출

사무처 운영 대회개최
국제대회 참

가

훈련비

인건비 경상비 국내대회 국제대회 국내 국외 수당

538,369,986 530,042,627 574,707,418 495,989,957 50,164,743
2,199,268,7

59

1,022,672,4

34
597,926,000

국제교류
강습회 예비비 이월금 기타 합계

파견 초정

28,846,720 21,563,451 696,138,655 0 720,141,327 1,172,752,501 8,648,584,578



- 2019 년도 예산(단위 : 원)

보조금(A) 자체수입(B) 합계(A+B)

4,206,749,600 4,116,027,327 8,322,776,927

세입

보조금(A)

국민체육진흥기금

공익적립금 지방비 기타행정/인건비

보조
대회 훈련 기타사업비

327,207,000 73,986,000 2,446,766,600 1,358,7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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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88

6,000

800,00

0,000

300,00

0,000

74,000,

000

40,000,

000
0 0

354,00

0,000
0

2,000,

000

720,141,

327

세출

사무처 운영 대회개최
국제대회 참

가

훈련비

인건비 경상비 국내대회 국제대회 국내 국외 수당

495,207,000 479,600,000 603,561,000 185,547,000 390,000,000
1,978,377,0

00

1,086,202,1

60
963,690,000

국제교류
강습회 예비비 이월금 기타 합계

파견 초정

22,332,000 25,212,000 756,537,000 0 437,771,453 898,740,314 8,322,776,927

-재정자립 적립현황(단위 : 원)

법인화기금(문관부) 국민체육진흥기금(체육회) 자체적립금(연맹) 계

1,300,623,166 2,056,077,555 149,226,784 3,505,927,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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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5 28 12 287 78 50 139 25 13 57 2 1 35 16 10 49 5 0 18

등록선수 4796 882 659 0 798 458 0 720 347 0 238 114 0 288 222 0 56 14 0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주)부산은행 빈대인 1 4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0 부산은행

본점  17층 지역발전홍보부

(주)엘에스지 이석규 1 2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직산대로 359

(주)일렉 1 1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4523 주)일렉

K-water
한국수자원

공사
2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SH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3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개포로

621

강릉시청 김한근 1 6 강원도 강릉시 교1동 725~786 785-1

강원도청 최문순 2 6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강원도청 체육과

강원도체육회 최문순 1 2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36 강원육상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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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체육회관 경기도체육회 훈련과

경남양산시체육회 정상열 1 3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533 양산종합운동

장 내 양산시체육회

경산시청 최영조 2 16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00 시민운동장내

체육진흥과

경주시청 주낙영 1 5 경북 경주시 황성동 산1-1

고양시청 이재준 4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장미란체육관

412호

과천시청 김종천 1 8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200번지

광양시청 정현복 2 7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광주광역시청 이용섭 3 16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서

구 내방로 111 (치평동 1200)체육진흥과

광주시청 신동헌 1 4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교

육체육과

괴산군청 이차영 1 10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산

군청

구미시청 장세용 1 14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구미시체

육회관 4층 구미시체육회

국군체육부대
김진원 경기

대장님
1 17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상무로

101번지 국군체육부대 1경기대 육상부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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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운영팀 마라톤

군산시청 군산시장 1 4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64-1 월명실내체

육관내 체육진흥과

김포시청 정하영 1 5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시청앞길

40 교육체육과

나주시청 홍순석 2 4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변로 99(송월동)

남양주시청 조광한 2 9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남양주시

청 체육청소년과

남양주시체육회 이석우 0 1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산31~200 산95

논산시청 황명선 1 7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10 공설운동장 내

시민체육회

대구광역시청 권영진 3 8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 대구광역시 체

육회 경기지원과

대전광역시청 허태정 1 4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체육회관 2층 대전

체육회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근종 0 1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17번지 충무체육

관내 시설관리공단

목포시청 김종식 2 5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88-2

무소속(경기) 0 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7-10번지

경기도체육회관 내 902호

무소속(경남) 0 2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번지

무소속(경북) 안점호 1 1 경북 영천시 완산동 928-18

무소속(대구) 0 1

무소속(대전) 0 1 대전 중구 부사동 177 (공설운동장 내)

무소속(부산) 0 1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389-1번지

무소속(서울) 0 2
서울 중랑구 상봉2동  136 서울시 체육회

311호

무소속(전남) 0 1
전남 목포시 용당2동 1069번지 유달경기장

내 전남육상경기연맹

문경시청 고윤환 1 5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문경시청 문경시청

육상팀

보은군청 정상혁 2 7

부천시청 장덕천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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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9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369-2

서귀포시청 양윤경 2 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77~1182 걸매축구장내 서귀포시체육회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서울시청 박원순 2 6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엘

스아파트 112동 701호

서천군청 노박래 0 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군

청 자치행정과

성남시청 이강국 1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6~500

486번지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6층

속초시청 김철수 1 3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시흥시청 임병택 2 9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체육진

흥과

안동시청 권영세 1 8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체육관광

과

안동시체육회 0 3
경상북도 안동시 운동장길 53(정하동) 시민

운동장내 안동시체육회

안산시청 안산시장 3 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화랑로 387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안양시청 안양시청 3 1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경수대로 483

대우디오슈페리움 101-801

양구군청 조인묵 1 2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번길 9 양

구군청 체육진흥과

양주시체육회 이성호 1 1
경기도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4층 양주시

체육회

양평군청 정동균 2 4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평군청 문화체육지

원과 체육지원팀

여수시청 권오봉 2 6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109번지

연제구청 이성문 1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연제구청 부산

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구청)

영동군청 박세복 1 8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26

영월군청 최명서 1 5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영월군청 고

용교육체육과 체육진흥계

영주시청 장욱현 1 6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109 시민운동장 내

영주시체육회

옥천군청 김재종 1 7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체육시설사

업소

용인시청 백군기 2 6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중

부대로 1199 체육진흥과

울산시청 송철호 1 5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865번지 울산광역

시 체육회

원주시청 원창묵 1 5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시청 5F 건강체

육과

음성군청 조병옥 1 5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33-14 음

성군청운동부숙소

의왕시체육회 김상돈 1 3 경기도 의왕시 복지로 27 2층 의왕시체육회

이천시청 유재성 1 4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중부대로 1696 종합

운동장 내 체육지원센터

익산시청 정헌율 3 9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인천남동구청 이강호 2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남동구청 문화

체육과 6층

인천시청 박남춘 1 6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문학경기장 482번

지 2층 인천시체육회

전남체육회 김영록 1 1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 전라남

도체육회관 5층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2 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전북개발공사

전북체육회 송하진 1 4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

503호

정선군청 김동주 2 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강원도 정선

군 정선읍 애산로 60 정선군 체육회관 2층

동계올림픽지원단

제주시청 고희범 1 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

1동 야구장

제천시청 제천시장 1 9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번지 제천시청

진도군청 박영임 3 2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천군청 송기섭 1 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65 진천군

청 문화체육과

창원시청 허성무 1 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창원종합운

동장 창원종합운동장 창원시체육회

청양군청 1 4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

양군청

청주시청 청주시청 2 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춘천시청 이재수 1 4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체육청소년과 육

상담당

충남도청 이우택 1 7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

도청  체육진흥과

충남체육회 복준수 1 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

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의회동

103호

충주시청 충주시청 2 10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문화체육

과

코오롱 안병덕 1 5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2 코오

롱스포렉스 신관 3층 코오롱스포츠단

파주시청 최종환 2 8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포천시청 박윤국 1 6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문화체

육과

포항시청 이강덕 2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체육지원과

포항시체육회 이강덕 2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321 포항시체

육회관2층

한국전력공사 유정식 2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한국전

력공사 업무지원처 스포츠지원팀

함안군청 조근제 1 7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군청 문화관광

과 체육계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합천군청 문준희 1 5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군

청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해남군청 박한수 2 5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우슬경기장

육상사무실

화성시청 서철모 2 13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체육청소년과

화성시체육회 서철모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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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