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원 관 항 목 금  액 

기금(사업비) 대회비 국내대회비 소년체육대회비 4,510,000

전국체육대회비(동호인부) 1,500,000

국제대회비 세계선수권대회비 18,000,000

도쿄그랜드슬램대회비 7,200,000

제주그랑프리대회비 77,000,000

훈련비 국가대표 수당 대표 코치 수당 354,240,000

대표 트레이너 수당 60,075,000

대표 선수 수당 518,400,000

대표팀 훈련비 대표팀 국외전지훈련비 192,754,400

대표팀 촌외훈련비 66,000,000

후보선수 훈련비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비 37,820,000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138,464,000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94,623,000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사업(파견) 18,970,000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사업(초청) 22,148,000

국외정보수집사업비 유럽선수권대회 참관비 9,403,000

일본선수권대회 참관비 6,419,200

청소년선수 육성사업비 청소년선수 합숙훈련비 59,881,000

청소년선수 전담지도자 정책연구비 4,500,000

청소년선수 국외전지훈련비 48,480,000

사업비 국제친선교류비 몽골그랑프리대회비 보조금 5,950,000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2,00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60,000

소  계 1,748,397,600

기금(운영비)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80,770,930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보조금 6,730,910

행정보조비 행정보조비 24,00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0

소  계 111,504,840

기  금 운영비 경기력향상지원비 경기력향상지원비 196,000,000

(경기력지원비) 기타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40,000

소  계 196,040,000

공익적립금 훈련비 꿈나무선수 육성사업비 꿈나무선수 관리지원비 2,340,000

꿈나무선수 선발,측정비 4,680,000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57,252,000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57,206,000

꿈나무선수 정책연구비 4,500,000

사업비 국제업무 전문인력 지원비 인건비(국제전문인력) 25,850,000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3,933,800

상임심판 수당 상임심판 수당 360,000,000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비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비 2,00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25,000

소  계 517,786,800

2015년도 예산 세입내역서



재  원 관 항 목 금  액 

자  체 사업비 사업수입 승단수속금 330,000,000

연회비 85,000,000

공로연금기금 13,000,000

유도지 광고료 14,000,000

유도복 공인료 16,000,000

강습회 참가비 36,000,000

선수등록비 34,000,000

잡수입 20,000,000

협찬금 대회협찬금 교보생명컵꿈나무대회(교보생명) 29,000,000

여명컵대회(그래미) 100,000,000

전국체육대회(강원도체육회) 13,700,000

임원협찬금 회장협찬금 345,388,000

부회장협찬금 30,000,000

일반협찬금 일반협찬금 500,000,000

후원물품 250,00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150,000

기금 이자수입 150,000,000

연금기금 이자수입 4,500,000

퇴직연금 이자수입 3,200,000

소  계 1,973,938,000

합  계 4,547,667,240



재  원 관 항 목 금  액

기금(사업비) 국내대회비 전국소년체육대회비 운영수당 1,200,000

식비 1,200,000

교통비 400,000

인쇄비 910,000

숙박비 800,000

전국체육대회비 인쇄비 1,500,000

국제대회 파견비 세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18,000,000

도쿄그랜드슬램대회비 항공료 7,200,000

몽골그랑프리대회비 항공료 5,950,000

국제대회 개최비 제주그랑프리대회비 홍보비 77,000,000

훈련비 대표 코치 수당 수당 354,240,000

대표 트레이너 수당 수당 60,075,000

대표 선수 수당 수당 518,400,000

대표팀 국외전지훈련비 항공료 98,700,000

숙박비 51,979,400

식비 35,035,000

일비 7,040,000

대표팀 촌외훈련비 식비 30,800,000

숙박비 35,200,000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비 항공료 24,950,000

체재비 12,870,000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숙박비 38,160,000

식비 44,520,000

시설사용료 3,339,000

훈련복구입비 11,660,000

훈련용구비 5,944,000

지도자수당 34,000,000

운영비 841,000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숙박비 23,850,000

식비 28,620,000

시설사용료 1,908,000

차량임차료 1,400,000

훈련복구입비 11,660,000

훈련용구비 5,944,000

지도자수당 20,400,000

운영비 841,000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비(파견) 항공료 13,100,000

간식비 810,000

일비 2,376,000

훈련용구비 2,160,000

운영비 524,000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비(초청) 숙박비 8,100,000

식비 9,720,000

간식비 648,000

2015년도 예산 세출내역서



재  원 관 항 목 금  액

기금(사업비) 훈련비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비(초청) 시설임차료 200,000

차량임차료 1,500,000

문화교류비 1,080,000

운영수당 360,000

환영연 540,000

유럽선수권대회 참관비 항공료 6,180,000

숙박비 1,540,000

식비 1,168,200

일비 514,800

일본선수권대회 참관비 항공료 2,600,000

숙박비 1,883,200

식비 1,364,000

일비 572,000

청소년선수 합숙훈련비 지도자수당 10,000,000

숙박비 15,466,000

식비 17,020,000

상해보험료 740,000

시설사용료 3,200,000

훈련복구입비 7,400,000

훈련용구비 3,200,000

교통비 1,480,000

운영비 1,375,000

청소년선수 정책연구비 지도자수당 4,500,000

청소년선수 국외전지훈련비 항공료 30,000,000

체재비 17,160,000

간식비 1,320,000

사업비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항공료 2,000,000

기타비용 환급금 체육회이자환급 60,000

소  계 1,748,397,600

기금(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80,770,930

퇴직적립금 6,730,910

경상비 경상비 복리후생비 11,000,000

통신비 7,500,000

소모품비 5,500,000

기타비용 환급금 체육회이자환급 3,000

소  계 111,504,840

기  금 국제대회 파견비 아시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40,000,000

(경기력지원비) 숙박비 19,800,000

식비 6,600,000

동아시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5,000,000

숙박비 8,075,000

식비 3,300,000

세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26,000,000

숙박비 42,900,000

식비 7,378,800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14,000,000

숙박비 10,780,000

재  원 관 항 목 금  액



기  금 국제대회 파견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비 식비 3,465,000

(경기력지원비) 도쿄그랜드슬램대회비 항공료 4,800,000

숙박비 3,901,200

기타비용 환급금 체육회이자환급 40,000

소  계 196,040,000

공익적립금 훈련비 꿈나무선수 관리지원비 순회점검비 2,340,000

꿈나무선수 선발,측정비 운영수당 500,000

식비 880,000

교통비 3,300,000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지도자수당 9,000,000

숙박비 11,704,000

식비 13,110,000

차량임차료 2,700,000

시설사용료 2,700,000

훈련복구입비 8,320,000

훈련용구비 7,600,000

교통비 760,000

운영비 1,358,000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지도자수당 9,000,000

숙박비 11,704,000

식비 13,110,000

차량임차료 2,700,000

시설사용료 2,700,000

훈련복구입비 5,120,000

훈련용구비 7,600,000

상해보험료 3,420,000

교통비 760,000

운영비 1,092,000

꿈나무선수 정책연구비 지도자수당 4,500,000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국제전문인력) 25,850,000

사업비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항공료 2,000,000

숙박비 1,650,000

식비 283,800

상임심판 사업비 수당 360,000,000

학교스포츠보급프로그램비 운영수당 200,000

운영비 1,800,000

기타비용 환급금 체육회이자환급 25,000

소  계 517,786,800

자  체 국내대회비 여명컵 전국유도대회비 체육장려금 92,200,000

운영비 7,800,000

전국소년체육대회비 운영수당 1,400,000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비 초청비 13,000,000

운영수당 5,600,000

시상비 1,320,000

홍보비 1,980,000

운영비 1,300,000

체육장려금 5,800,000

재  원 관 항 목 금  액

자  체 국내대회비 전국체육대회비 운영수당 4,200,000



식비 3,360,000

교통비 3,920,000

숙박비 3,000,000

국제대회 파견비 아시아선수권대회비 부식비 300,000

운영비 3,000,000

동아시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5,000,000

숙박비 8,455,000

식비 3,300,000

부식비 300,000

운영비 3,000,000

몽골그랑프리대회비 항공료 11,050,000

체재비 16,385,000

부식비 350,000

운영비 3,000,000

세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16,000,000

숙박비 56,100,000

식비 9,649,200

부식비 900,000

운영비 5,000,000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18,000,000

숙박비 13,860,000

식비 4,455,000

부식비 360,000

운영비 4,000,000

도쿄그랜드슬램대회비 숙박비 12,628,800

식비 6,732,000

부식비 300,000

운영비 3,000,000

국제대회 개최비 제주그랑프리대회비 초청비 35,000,000

시상비 115,000,000

인쇄비 6,000,000

중계방송비 73,000,000

대회유치비 115,000,000

운영비 4,000,000

훈련비 대표팀 지원비 후원물품 250,000,000

자비입촌비 48,000,000

대표팀 격려금 20,000,000

대표 코치 수당 수당 27,300,000

대표 트레이너 수당 수당 2,200,000

대표팀 국외전지훈련비 항공료 89,300,000

숙박비 40,475,600

부식비 1,300,000

일비 110,000

운영비 4,000,000

대표팀 촌외훈련비 운영비 2,000,000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비 운영비 1,000,000

재  원 관 항 목 금  액

자  체 훈련비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운영비 1,000,000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운영비 1,000,000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비(파견) 운영비 1,000,000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비(초청) 운영비 1,000,000

유럽선수권대회 참관비 운영비 2,000,000

일본선수권대회 참관비 운영비 2,000,000

청소년선수 합숙훈련비 운영비 1,000,000

청소년선수 국외전지훈련비 운영비 2,000,000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운영비 1,000,000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운영비 1,000,000

사업비 일선지도자 해외연수비 항공료 6,000,000

지원사업비 기타지원비 50,000,000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비(동.하계) 식비 12,000,000

인쇄비 4,000,000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비(동.하계) 운영비 4,000,000

숙박비 10,000,000

심판위원회 운영비 2,000,000

강사료 4,000,000

유도지 발간비 인쇄비 64,000,000

발송비 52,000,000

잡비 8,000,000

승단사업비 심의위원회비 24,400,000

단증작업비 20,000,000

선수증 제작비 선수증 제작비 5,610,000

유공자 포상비 유공자 포상비 137,000,000

장학사업 우수선수 장학금 32,400,000

해외교류비 기타해외교류비 20,000,000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130,909,070

인건비(국제전문인력) 8,350,000

퇴직적립금 39,769,090

경상비 경상비 복리후생비 33,380,000

업무추진비 12,000,000

연금기금지급 18,000,000

소모품비 6,500,000

통신비 4,500,000

교통비 1,200,000

도서신문비 1,800,000

인쇄비 2,000,000

전산비 6,720,000

대의원총회비 4,800,000

유도인의 밤 행사비 11,000,000

이사회의비 5,000,000

분과위원회 회의비 2,400,000

잡비 2,509,240

감가상각비 30,000,000

유형자산폐기손 1,000,000

소  계 1,973,938,000

 합  계 4,547,667,240



(단위 : 원)

구 분 재 원 항 목 금 액 내    역
 세 입 기금(사업비) 1,748,397,600

대회비 108,210,000 전국소년체육대회비, 전국체육대회비, 세계선수권대회비,

도쿄그랜드슬램대회비, 제주그랑프리대회비

훈련비 1,632,177,600 대표팀 수당, 대표팀 훈련비, 후보선수 훈련비, 국외정보수집사업비

사업비 7,950,000 국제친선교류비 

이자수입 60,000 보통예금 이자수입

기금(운영비) 111,504,840
운영비 111,501,840 인건비,행정보조비,퇴직적립금

이자수입 3,000 보통예금 이자수입

기금(경기력지원비) 196,040,000
운영비 196,000,000 경기력향상지원비

이자수입 40,000 보통예금 이자수입

공익적립금 517,786,800
훈련비 125,978,000 꿈나무선수 육성사업비

사업비 391,783,800 국제업무 전문인력 인건비,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학교체육활성화 지원비, 상임심판 지원비

이자수입 25,000 보통예금 이자수입

자 체 1,973,938,000
사업비 548,000,000 승단수속금, 연회비, 강습회참가비, 선수등록비, 잡수입 등

협찬금 1,268,088,000 대회협찬금, 임원협찬금, 일반협찬금, 후원물품

이자수입 157,850,000 보통예금,기금,연금기금,퇴직연금 이자수입

4,547,667,240

세 출 기금(사업비) 1,748,397,600
국내대회비 6,010,000 소년체육대회비,전국체육대회비(동호인부)

국제대회 파견비 31,150,000 세계선수권대회비, 도쿄그랜드슬램대회비, 몽골그랑프리대회비

국제대회 개최비 77,000,000 코리아그랑프리대회비

훈련비 1,632,177,600 대표팀 수당,대표팀 훈련비, 후보선수 훈련비, 국외정보수집사업비

청소년선수 육성사업비

사업비 2,000,000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기타비용 60,000 체육회 이자 반납

기금(운영비) 111,504,840
인건비 87,501,840 인건비,퇴직적립금

경상비 24,000,000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통신비

기타비용 3,000 체육회 이자 반납

기금(경기력지원비) 196,040,000
국제대회 파견비 196,000,000 아시아선수권대회비, 동아시아선수권대회비, 세계선수권대회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비, 도쿄그랜드슬램대회비

기타비용 40,000 체육회 이자 반납

공익적립금 517,786,800
훈련비 125,978,000 꿈나무선수 육성사업비

인건비 25,850,000 인건비(국제전문인력)

사업비 365,933,800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상임심판 사업비, 학교스포츠보급프로그램비

기타비용 25,000 체육회 이자 반납

자 체 1,973,938,000
국내대회비 144,880,000 여명컵 대회비, 전국소년체육대회비,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비

전국체육대회비

국제대회 파견비 205,125,000 아시아선수권대회비, 동아시아선수권대회비, 몽골그랑프리대회비

세계선수권대회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비, 도쿄그랜드슬램대회비

국제대회 개최비 348,000,000 제주그랑프리대회비

훈련비 498,685,600 대표팀 지원비, 대표팀 코치,트레이너 수당, 대표팀 훈련비

후보선수 훈련비, 국외정보수집사업비, 청소년선수 육성사업비

꿈나무선수 육성사업비

사업비 455,410,000 일선지도자 해외연수비, 지원사업비,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비

유도지 발간비, 승단사업비, 유공자포상비, 장학사업, 해외교류비 등

인건비 179,028,160 인건비,퇴직적립금

경상비 111,809,240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연금기금 지급, 소모품비, 통신비, 교통비

인쇄비, 대의원총회비, 유도인의 밤 행사비, 이사회의비 등

감가상각비 30,000,000 감가상각비

유형자산폐기손 1,000,000 유형자산폐기손

4,547,66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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