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종목단체 일반현황

명칭

(한글) 사단법인 대한육상연맹

(영문) KOREA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연혁

○ 1945.09.23 대한육상연맹 창립

○ 1945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가맹

○ 1945 대한체육회 가맹

○ 1950.04.19 제54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

○ 1973 아시아육상경기연맹(AAA)가맹

○ 1992.07.25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

○ 2001.04.16 제105회 보스턴마라톤대회 우승

○ 2009 사단법인 승인

○ 2011.08.27 제13회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개최

○ 2014.03.21 대구육상진흥센터 개관

○ 2016.02.26 대한육상연맹 통합 출범

○ 2017.03.19 2017대구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경기대회 개최

○ 2018018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육상 종합 9위(금1, 은1, 동4)

○ 2019.08.31 경보 챌린지대회 신설

○ 2020.11.19 '육상교육훈련센터' 사업 업무 협약식(MOU) 체결

○ 2021 대한육상연맹 예천교육훈련센터 건립 추진

○ 2021.08 2020도쿄올림픽 남자높이뛰기 한국신기록 수립 및 4위

○ 2022.03 세계실내육상선수권대회 남자높이뛰기 금메달

경영공시 문의사항 : 024143032

-설립목적 및 기능

○ 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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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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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명, 산하연맹체 0명, 계20

○ 분과위원회

명칭 위원수 위원장(직위) 주요기능

여성위원회 8 이은자
여성 육상경기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 조사하고

실행

경기력향상위원회 17 이진택
트랙.필드 국가대표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의 훈련계

획 수립 및 훈련기술 연구, 경기력향상을 도모

스포츠공정위원회 6 황규훈
연맹, 시도회원단체 등의 제규정 관리, 포상 또는 징

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경기위원회 8 김승일

연맹 주최.주관 대회의 개최 계획 수립, 공정한 경기

운영과 심판 판정을 도모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

최함을 목적

의무위원회 10 이동윤

선수의 정신적/신체적인 측면에서 건강한 상태로 체

육활동에 임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포츠의학 발전

및 반도핑 활동에 기여

우수선수육성위원회 11 문봉기
육상의 미래를 위한 선수의 발굴 계획과 육성방안 및

신인 발굴을 위한 저변확대

마케팅위원회 4 김정봉 - 육상연맹 스포츠 마케팅 사업의 기본방침

생활체육위원회 15 윤여춘
생활체육 동호인 육상경기 참여 및 활성화에 관한 연

구지도 보급

지도자육성위원회 10 김방출
육상경기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 지

도자의 양성을 위한 계획 및 수립/실행

시설위원회 4 김태환
육상경기장 및 육상경기용품의 공인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

○ 산하연맹체

명칭 성명 직업 및 직위 단체주소 전화번호

등록된 산하연맹체가 없습니다.



○ 시도종목단체

명칭 성명 직업 및 직위 단체주소 전화번호

서울육상연맹 원종만 회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상봉동) 서울육상연맹
02-490-2763

실업육상연맹 김태진 회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 종합운동장내 B28-1호
02-424-1433

대구육상연맹 최영수 회장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 191 (고

성동3가) 대구시체육회내
053-357-9598

인천육상연맹 이철호 회장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동) 인천문학경기장내
032-882-7722

광주육상연맹 박찬모 회장
광주광역시 서구 금화로 240 (풍

암동) 월드컵경기장내
062-526-6213

대전육상연맹 김재혁 회장
대전광역시 중구 대종로 373 (부

사동) 한밭종합운동장내
042―252-2558

울산육상연맹 주영길 회장
울산광역시 중구 염포로 55 (남외

동) 울산종합운동장내
052-286-6605

세종육상연맹 윤강원 회장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대첩로

116  시민체육관내
044-862-8601

경기도육상연맹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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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종찬 회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229 (사직동) 청주실내체육관내
043-273-3008

충청남도육상연맹 전용환 회장
충청남도 공주시 고마나루길 25

(웅진동) 시민운동장내
041-852-9593

전라북도육상연맹 윤방섭 회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 (덕진동1가) 전북체육회관 5층

503호

041-852-9593

전라남도육상연맹 김용주 회장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101 (용

당동) 유달경기장내
061-274-2662

경상북도육상연맹 최경용 회장
경상북도 영천시 운동장로 84 (교

촌동) 영천시민운동장내
054-338-2101

경상남도육상연맹 최홍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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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실동) 종합운동장내  주경기장

지하1층 B19

02-419-6323

대학육상연맹 박용학 회장

부산육상연맹 안감찬 회장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25 (서

대신동3가) 389-1
051-253-3543

-국제기구 임원진출현황

기구명 성명 선임직위명 피선시기 임기 비고

세계육상연맹 구본칠 ITO(대륙기술임원) 19.09 4년

세계육상연맹 이승구 국제코스계측원(B급) 02.11 계속



-국제기구 임원진출현황

기구명 성명 선임직위명 피선시기 임기 비고

세계육상연맹 유문종 국제코스계측원(B급) 02.11 계속

세계육상연맹 정영훈 IRW국제경보심판 19.09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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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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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회장현황

대순 회장명 취임일자 재임기간 당시직업 및 직위 비고(회장직대)

23 배호원 2016-08 2021-01 회장

24 임대기 2021-01 회장

-대회개최계획

계
국제대회 국내대회(전국규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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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6 0 1 1 0 0 8

-훈련계획

국가대표선수 후보선수

규모
강화훈련

(일간)

해외전지훈련

(회수)

기타

(회수)
규모

강화훈련

(회수)

해외전지훈

련

(회수)

기타

(회수)

남
임원 9

210 6 0 남
임원 19

10 0 1
선수 26 선수 77

여
임원 0

208 0 0 여
임원 19

10 0 1
선수 11 선수 58

-강습회 및 연수회(심판,지도자 등)

명칭 기간 장소 규모 주요내용

육상심판강습회 20220218 울산 50여명
103회 전국체육대회(육상)

대비 심판 양성

스포츠과학 특강 20220223

육상교육훈

련센터(예천

)

30여명
육상 지도자 대상 스포츠과

학 트레이닝법 전수 세미나

종목군별 특화과정 20220401

육상교육훈

련센터(예천

)

50여명
육상 지도자 대상 종목군별

특화과정

해외초빙 지도자세미나 20220826

육상교육훈

련센터(예천

)

50여명
해외우수지도자 초빙 지도자

강습회

육상키즈강습회 20220815

육상교육훈

련센터(예천

)

40여명
육상 키즈프로그램 전문 강

사 및 지도자 양성

개도국초청 국제육상지도자과정 20221019 미정

해외초청

15명, 국내

자부담 별

도

개발도상국 지도자 대상 국

제지도자과정

KAAF 공인 지도자과정 20221205

육상교육훈

련센터(예천

)

20여명 KAAF 공인 육상 지도자 과정

KAAF 공인 강사과정 20221215

육상교육훈

련센터(예천

)

20여명

KAAF 공인 지도자과정을 운

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

는 강사 양성과정



-아시아/국제회의 참가(개최)계획

명칭 기간 장소 규모 주요내용

각종 국제회의 비대면

WA(세계육

상연맹) 및

AAA(아시아

육상연맹)

주관 비대

면 회의

각 상위 국제기구의 정보공유 웹비나

(상시 참가)



- 2021 년도 결산(단위 : 원)

보조금(A) 자체수입(B) 합계(A+B) 재정자립도(%)

3,133,875,498 3,916,026,387 7,049,901,885 55.55

세입

보조금(A)

국민체육진흥기금

공익적립금 지방비 기타행정/인건비

보조
대회 훈련 기타사업비

344,357,449 69,658,000 1,563,645,712 1,156,2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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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

000

728,480

,000

173,845

,500

48,125,

796

35,228,

038

27,509,

249
0

402,086

,625
0

959,00

2

982,792,1

77

세출

사무처 운영 대회개최
국제대회 참

가

훈련비

인건비 경상비 국내대회 국제대회 국내 국외 수당

506,062,068 502,726,075 353,506,960 15,454,900 33,510,241
1,708,384,44

9
233,154,078 752,971,560

국제교류
강습회 예비비 이월금 기타 합계

파견 초정

0 0 905,390,807 0 1,115,057,953 923,682,794 7,049,901,885



- 2022 년도 예산(단위 : 원)

보조금(A) 자체수입(B) 합계(A+B)

4,932,352,524 4,366,057,953 9,298,410,477

세입

보조금(A)

국민체육진흥기금

공익적립금 지방비 기타행정/인건비

보조
대회 훈련 기타사업비

351,824,724 120,960,000 3,180,260,800 1,279,3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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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000

,000

200,000

,000

70,000,

000

40,000,

000
0 0

571,000

,000
0 0

1,115,057

,953

세출

사무처 운영 대회개최
국제대회 참

가

훈련비

인건비 경상비 국내대회 국제대회 국내 국외 수당

518,996,593 500,178,903 729,598,000 219,569,000 392,947,000
2,746,610,00

0
401,972,400

1,201,030,00

0

국제교류
강습회 예비비 이월금 기타 합계

파견 초정

23,332,000 25,212,000 1,292,500,000 0 294,778,040 951,686,541 9,298,410,477

-재정자립 적립현황(단위 : 원)

법인화기금(문관부) 국민체육진흥기금(체육회) 자체적립금(연맹) 계

1,364,631,746 1,926,121,827 157,906,885 3,448,660,458



-등록팀 현황

구분 계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일반

(실업포함)
기타

남 여 혼성 남 여 혼성 남 여 혼성 남 여 혼성 남 여 혼성 남 여 혼성

등록팀 824 35 9 293 70 51 155 18 9 51 2 1 34 17 9 70 0 0 0

등록선수 4905 968 892 0 751 491 0 595 284 0 238 100 0 330 256 0 0 0 0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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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  17층 지역발전홍보부

K-water
한국수자원

공사
2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k-water

SH서울주택도시공사 변창흠 2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개포로

621

가평군청 1 4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가평군2청사) 4층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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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최문순 2 7 강원도 춘천시 요선동 강원도청 체육과

강원도체육회 최문순 1 4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36 강원육

상연맹

경기도청 남경필 3 10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0~31 경

기도체육회관 경기도체육회 훈련과

경산시청 최영조 2 11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100 시민운동장

내 체육진흥과

경주시청 최양식 1 4 경북 경주시 황성동 산1-1

고양시청 최  성 4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장미란체육

관 412호

과천시청 신계용 2 8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200번지

광양시청 정현복 2 8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313번지

광주광역시청 윤장현 6 1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치평동 1200)체육진흥

과

광주시청 조억동 1 4
경기도 광주시 행정타운로 50 광주시청

교육체육과

괴산군청 임각수 2 9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임꺽정로 90 괴

산군청

구미시청 남유진 1 12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동 277번지 구미시

체육회관 4층 구미시체육회

국군체육부대
강추영 대장

님
1 14

경상북도 문경시 호계면 견탄리 상무로

101번지 국군체육부대 1경기대 육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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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츠단운영팀 마라톤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군산시청 군산시장 2 4
전라북도 군산시 사정동 164-1 월명실내

체육관내 체육진흥과

김포시청 유영록 2 5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김포시청 시청앞길

40 교육체육과

나주시청 2 5 전라남도 나주시 영산강변로 99(송월동)

남양주시청 이석우 2 7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185-10 남양주시

청 체육청소년과

논산시청 황명선 1 8
충청남도 논산시 체육로 110 공설운동장

내 시민체육회

대구광역시청 권영진 3 9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3가 대구광역시

체육회 경기지원과

대전광역시청 권선택 1 4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체육회관 2층 대

전체육회

대전시설관리공단 김근종 1 3
대전광역시 중구 부사동 117번지 충무체

육관내 시설관리공단

목포시청 박홍률 2 5 전남 목포시 용당동 1188-2

무소속(강원) 0 1

무소속(경기) 0 8
경기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7-10번지

경기도체육회관 내 902호

무소속(경남) 0 3 경남 창원시 두대동 145번지

무소속(경북) 0 1 경북 영천시 완산동 928-18

무소속(광주) 0 1

무소속(대구) 0 1

무소속(대전) 0 1 대전 중구 부사동 177 (공설운동장 내)

무소속(부산) 0 2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25(서대신동3가

) 부산육상연맹

무소속(서울) 0 2
서울 중랑구 상봉2동  136 서울시 체육회

311호

무소속(인천) 0 1

무소속(전북) 0 1

문경시청 고윤환 1 4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문경시청 문경시

청 육상팀

보은군청 정상혁 3 6

부천시청 김만수 2 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1156 부

천시청)

삼성전자(주) 이봉주 5 12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369-2

삼척시청 1 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3층, 체

육과

서귀포시청 이중환 2 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477~1182 걸매축구장내 서귀포시체육회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서울특별시청 박원순 2 8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엘스아파트 112동 701호

서천군청 노박래 1 7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57 서천

군청 자치행정과

성남시청 이강국 1 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6~500

486번지 탄천종합운동장 체육회관 6층

속초시청 이병선 1 3 강원 속초시 중앙로 183

시흥시청 김윤식 2 6
경기도 시흥시 시청로 20 시흥시청 체육

진흥과

안동시청 권영세 2 8
경상북도 안동시 명륜동 안동시청 체육관

광과

안산시청 안산시장 3 10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화랑로 387

안산시청 체육진흥과

안양시청 안양시청 3 17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경수대로

483 대우디오슈페리움 101-801

양구군청 1 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38번길 9

양구군청 체육진흥과

양산시체육회 정상열 1 1
경상남도 양산시 북부동 533 양산종합운

동장 내 양산시체육회

여수시청 주철현 2 6 전라남도 여수시 시전동 109번지

연제구청 이위준 1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연제구청 부

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연산동  연제

구청)

영동군청 박세복 2 6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2-26

영암군체육회 이봉영 2 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여운재로 33 영

암군체육회

영월군청 박선규 2 6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영월군청

고용교육체육과 체육진흥계

영주시청 장욱현 1 4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로 109 시민운동장

내  영주시체육회

영천시청 1 2

예천군청 2 2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5 예천

스타디움

옥천군청 김영만 1 8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체육시설

사업소

용인시청 정찬민 1 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중부대로 1199 체육진흥과

울산광역시청 김기현 1 7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865번지 울산광

역시 체육회

원주시청 원창묵 1 5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원주시청 5F 건강

체육과

음성군청 이필용 1 6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설성로 33-14 음

성군청운동부숙소

익산시청 정헌율 3 8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32길 1(남중동)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인천광역시청 유정복 1 4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문학경기장

482번지 2층 인천시체육회

인천남동구청 장석현 2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남동구청 문

화체육과 6층

장흥군청 1 4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심천공원길 25-

29 장흥군청 육상팀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3 4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전북개발공사

전북체육회 정대영 1 5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로 62

503호

정선군청 김동주 2 6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애산리 강원도 정

선군 정선읍 애산로 60 정선군 체육회관

2층 동계올림픽지원단

제주시청 고경실 1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

라1동 야구장

제천시청 제천시장 1 9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 295번지 제천시

청

진도군청 000 0 4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64-1

진주시청 1 6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15(충무공동)

진주종합운동장 5번 게이트 진주시청육상

팀

진천군청 송기섭 1 8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65 진천

군청 문화체육과

창원시청 안상수 1 7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창원종합

운동장 창원종합운동장 창원시체육회

청양군청 2 8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청주시청 청주시청 2 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

충남도청 이우택 3 17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

남도청  체육진흥과

충주시청 충주시청 2 11
충청북도 충주시 금릉동 충주시청 문화체

육과

코오롱 안병덕 1 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0길 32 코오

롱스포렉스 신관 3층 코오롱스포츠단

파주시청 이재홍 2 8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160

포천시청 민천식 2 5
경기도 포천시 중앙로 87 포천시청 문화

체육과

포항시청 이강덕 2 1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체육지원

과

포항시체육회 이강덕 2 4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산동 321 포항시

체육회관2층

한국전력공사 송관식 2 7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빛가람동) 한

국전력공사 본사

함안군청 차정섭 1 7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함안군청 문화관

광과 체육계



-실업팀 세부현황

명칭
운영주

(구단주)
창단일

규모
주소

임원 선수

합천군청 하창환 1 6
경상남도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

군청 문화체육과 체육담당

해남군청 박한수 2 6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리 우슬경기장

육상사무실

화성시청 채인석 3 13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체육청소년과

화성시체육회 채인석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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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0 0 0 0 0 0 0 0 0 0 0

-회원종목단체 제 56조(경영공시) 2조 내역

FY2020_회계감사보고서_대한육상연맹.pdf

대한육상연맹_결과보고서.pdf

★ 2021년 사업결과보고서 (최종).pdf

2022년 정기대의원 총회 회의결과 (최종).pdf

2022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결과(최종).pdf

2021년 결산 총괄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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