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위 : 원)

구 분 재 원 항 목 금 액 내    역

 세 입 기금(사업비) 3,195,397,250

대회비 123,710,000 전국소년체육대회비, 전국체육대회비, 아부다비그랜드슬램대회비

코리아그랑프리대회비

훈련비 2,540,326,000 대표팀 코치.트레이너.선수 수당, 대표팀 훈련비, 후보선수 훈련비

청소년선수 육성사업비, 꿈나무선수 육성사업비, 국외정보수집사업비

사업비 531,231,250 국제친선교류비,상임심판 사업비,학교체육활성화 지원비

경기영상 녹화장비지원 사업비

이자수입 130,000 보통예금 이자수입

기금(운영비) 311,960,200

운영비 311,930,200 인건비,행정보조비,퇴직적립금,경기력향상지원비

이자수입 30,000 보통예금 이자수입

기타 438,710,000

체육회지원금 사업비 438,680,000 국제종합대회 체육회 포상금,격려금,간식비,일비

전국체육대회비 지원금

이자수입 30,000 보통예금 이자수입

자 체 1,826,480,000

사업비 921,000,000 승단수속금, 연회비, 강습회참가비, 선수등록비, 잡수입 등

협찬금 779,000,000 대회협찬금, 임원협찬금, 일반협찬금, 후원물품

이자수입 126,480,000 보통예금,기금,연금기금,퇴직연금 이자수입

5,772,547,450

세 출 기금(사업비) 3,021,397,250

국내대회비 8,710,000 소년체육대회비,전국체육대회비(동호인부)

국제대회 파견비 26,000,000 아부다비그랜드슬램대회비,울란바타르그랑프리대회비

국제대회 개최비 98,000,000 코리아그랑프리대회비

훈련비 2,540,326,000 대표팀 수당,대표팀 훈련비, 후보선수 훈련비, 국외정보수집사업비

청소년선수 육성사업비, 꿈나무선수 육성사업비

사업비 348,231,250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상임심판 사업비, 학교보급프로그램비 

기타비용 130,000 체육회 이자 반납

기금(운영비) 311,960,200

인건비 89,930,200 인건비,퇴직적립금

경상비 24,000,000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통신비, 인쇄비

국제대회 파견비 198,000,000 삼순그랑프리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비, 바쿠그랜드슬램대회비

월드마스터스, 튜멘글랜드슬램대회비

기타비용 30,000 체육회 이자 반납

기타 438,710,000

체육회지원금 국내대회비 16,680,000 전국체육대회비

국제종합대회 422,000,000 올림픽 포상금, 격려금, 일비, 간식비

체육회 지원비

기타비용 30,000 체육회 이자 반납

자 체 2,000,480,000

국내대회비 29,270,000 전국소년체육대회비,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비

국제대회 파견비 219,235,000 삼순그랑프리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비, 바쿠그랜드슬램대회비

월드마스터스, 리우올림픽대회비, 울란바타르그랑프리대회비 등

국제대회 개최비 427,000,000 코리아그랑프리대회비

훈련비 73,522,500 대표팀 자비입촌비, 대표팀 촌외훈련비, 대표팀 국외전지훈련비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비, 청소년선수 국외전지훈련비 등

사업비 847,800,000 일선지도자 해외연수비, 지원사업비,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비

유도지 발간비, 승단사업비, 유공자포상비, 장학사업, 해외교류비 등

인건비 212,139,800 인건비,퇴직적립금

경상비 148,512,700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연금기금 지급, 소모품비, 통신비, 교통비

인쇄비, 대의원총회비, 유도인의 밤 행사비, 이사회의비 등

감가상각비 38,000,000 감가상각비

유형자산폐기손 5,000,000 유형자산폐기손

5,772,547,450

<예산총괄표>

계

계



재  원 관 항 목 금  액 

기금(사업비) 대회비 국내대회비 전국소년체육대회비 5,710,000

전국체육대회비(동호인부) 3,000,000

국제대회비 아부다비그랜드슬램대회비 17,000,000

코리아그랑프리대회비 98,000,000

훈련비 국가대표 수당 대표 코치 수당 397,540,000

대표 트레이너 수당 64,525,000

대표 선수 수당 678,240,000

대표팀 훈련비 대표팀 국외전지훈련비 288,788,000

대표팀 입촌훈련비 384,560,000

대표팀 촌외훈련비 133,584,000

후보선수 훈련비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비 36,875,000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139,889,000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96,513,000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사업(파견) 19,030,000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사업(초청) 22,148,000

청소년선수 육성사업비 청소년선수 합숙훈련비 96,310,000

청소년선수 전담지도자 정책연구비 4,500,000

청소년선수 국외전지훈련비 40,000,000

꿈나무선수 육성사업비 꿈나무선수 관리지원비 2,340,000

꿈나무선수 선발,측정비 6,428,000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56,778,000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56,778,000

꿈나무선수 정책연구비 4,500,000

국외정보수집사업비 유럽선수권대회 참관비 7,737,500

일본선수권대회 참관비 3,262,500

사업비 국제친선교류비 국제친선경기대회비 초청 및 파견비 9,000,000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6,231,250

상임심판 사업비 상임심판 수당 330,000,000

상임심판 교육비 3,000,000

상임심판 운영 및 교육지원비 7,000,000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비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비 2,000,000

경기영상 녹화장비지원 사업비 경기영상 녹화장비지원 사업비 174,00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130,000

소  계 3,195,397,250

기금(운영비)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83,012,500

퇴직적립금 퇴직적립금 보조금 6,917,700

행정보조비 행정보조비 24,000,000

경기력향상지원비 경기력향상지원비 198,00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00

소  계 311,960,200

2016년도 예산 세입내역서



재  원 관 항 목 금  액 

기타 사업비 국제종합대회 체육회 지원금 올림픽대회 포상금 400,000,000

체육회지원금 올림픽대회 격려금 10,000,000

올림픽대회 간식비,일비 12,000,000

전국체육대회 지원금 전국체육대회비 지원금(충남체육회) 16,68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30,000

소  계 438,710,000

자  체 사업비 사업수입 승단수속금 340,000,000

연회비 90,000,000

공로연금기금 20,000,000

유도지 광고료 8,000,000

유도복 공인료 28,000,000

강습회 참가비 35,000,000

선수등록비 32,000,000

잡수입 15,000,000

전문스포츠지도사 사업비 3,000,000

코리아그랑프리대회 체재비 350,000,000

협찬금 대회협찬금 교보생명컵꿈나무대회(교보생명) 29,000,000

코리아그랑프리대회(교촌) 100,000,000

임원협찬금 회장협찬금 100,000,000

일반협찬금 일반협찬금 200,000,000

후원물품 350,000,000

기타수입 이자수입 보통예금 이자수입 180,000

기금 이자수입 120,000,000

연금기금 이자수입 3,000,000

퇴직연금 이자수입 3,300,000

소  계 1,826,480,000

합  계 5,772,547,450



재  원 관 항 목 금  액

기금(사업비) 국내대회비 전국소년체육대회비 운영수당 1,800,000

식비 1,200,000

교통비 600,000

인쇄비 910,000

숙박비 1,200,000

전국체육대회비 운영비 3,000,000

국제대회 파견비 아부다비그랜드슬램대회비 항공료 17,000,000

울란바타르그랑프리대회비 항공료 9,000,000

국제대회 개최비 코리아그랑프리대회비 홍보비 82,000,000

초청비 16,000,000

훈련비 대표 코치 수당 수당 397,540,000

대표 트레이너 수당 수당 64,525,000

대표 선수 수당 수당 678,240,000

대표팀 입촌훈련비 식비 384,560,000

대표팀 촌외훈련비 식비 70,224,000

숙박비 63,360,000

대표팀 국외전지훈련비 항공료 109,100,000

숙박비 132,963,000

식비 38,937,500

일비 7,787,500

후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숙박비 38,160,000

식비 37,100,000

시설사용료 3,975,000

훈련복구입비 12,720,000

훈련용구비 7,272,000

지도자수당 10,000,000

선수수당 24,000,000

차량임차료 2,600,000

운영비 4,062,000

후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숙박비 22,260,000

식비 22,260,000

시설사용료 2,385,000

차량임차료 3,000,000

훈련복구입비 15,900,000

훈련용구비 7,200,000

지도자수당 6,000,000

선수수당 14,400,000

운영비 3,108,000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비(초청) 숙박비 8,100,000

식비 9,720,000

간식비 648,000

시설임차료 200,000

차량임차료 1,500,000

문화교류비 1,080,000

운영수당 360,000

환영연 540,000

2016년도 예산 세출내역서



재  원 관 항 목 금  액

기금(사업비) 훈련비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비(파견) 항공료 11,880,000

간식비 1,620,000

일비 2,376,000

훈련용구비 2,160,000

운영비 994,000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비 항공료 20,000,000

체재비 16,875,000

청소년선수 합숙훈련비 지도자수당 10,000,000

숙박비 29,450,000

식비 28,000,000

시설사용료 3,000,000

버스임차료 3,000,000

훈련복구입비 10,000,000

훈련용구비 3,000,000

교통비 2,000,000

운영비 7,860,000

청소년선수 정책연구비 지도자수당 4,500,000

청소년선수 국외전지훈련비 항공료 16,000,000

체재비 21,600,000

간식비 2,400,000

꿈나무선수 순회지도비 숙박비 720,000

식비 360,000

일비 360,000

교통비 900,000

꿈나무선수 선발,측정비 운영수당 500,000

식비 1,248,000

교통비 4,680,000

꿈나무선수 동계합숙훈련비 지도자수당 9,000,000

숙박비 11,704,000

식비 13,110,000

차량임차료 2,700,000

시설사용료 2,700,000

훈련복구입비 7,600,000

훈련용구비 5,120,000

교통비 1,520,000

운영비 3,324,000

꿈나무선수 하계합숙훈련비 지도자수당 9,000,000

숙박비 11,704,000

식비 13,110,000

차량임차료 2,700,000

시설사용료 2,700,000

훈련복구입비 7,600,000

훈련용구비 5,120,000

교통비 1,520,000

운영비 3,324,000

꿈나무선수 정책연구비 지도자수당 4,500,000

유럽선수권대회 참관비 항공료 5,000,000

숙박비 1,250,000



재  원 관 항 목 금  액

기금(사업비) 훈련비 유럽선수권대회 참관비 식비 1,032,500

일비 455,000

일본선수권대회 참관비 항공료 1,200,000

숙박비 1,000,000

식비 737,500

일비 325,000

사업비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항공료 4,000,000

숙박비 1,260,000

식비 613,750

일비 357,500

상임심판 사업비 수당 330,000,000

운영 및 교육지원비 7,000,000

교육지원비 3,000,000

학교스포츠보급프로그램비 운영수당 200,000

운영비 1,800,000

기타비용 환급금 체육회이자환급 130,000

소  계 3,021,397,250

기금(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83,012,500

퇴직적립금 6,917,700

경상비 경상비 복리후생비 12,000,000

소모품비 10,000,000

통신비 1,000,000

인쇄비 1,000,000

국제대회 파견비 삼순그랑프리대회비 항공료 31,350,000

숙박비 14,355,000

식비 4,730,000

아시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22,000,000

숙박비 27,000,000

식비 8,600,000

바쿠그랜드슬램대회비 항공료 28,600,000

숙박비 16,500,000

식비 4,730,000

월드마스터스대회비 항공료 17,500,000

숙박비 5,625,000

식비 2,187,500

튜멘그랜드슬램대회비 항공료 14,822,500

기타비용 환급금 체육회이자환급 30,000

소  계 311,960,200

기타 국내대회비 전국체육대회비 운영수당 4,500,000

체육회 식비 3,600,000

지원금 교통비 2,580,000

숙박비 4,500,000

인쇄비 1,500,000

사업비 국제종합대회 체육회 지원사업비 올림픽대회 포상금 400,000,000

올림픽대회 격려금 10,000,000

올림픽대회 간식비,일비 12,000,000

기타비용 환급금 체육회이자환급 30,000

소  계 438,710,000



재  원 관 항 목 금  액

자 체 국내대회비 전국소년체육대회비 운영수당 270,000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비 초청비 13,200,000

운영수당 5,000,000

시상비 1,000,000

홍보비 1,500,000

운영비 800,000

체육장려금 7,500,000

국제대회 파견비 삼순그랑프리대회비 일비 3,300,000

부식비 220,000

운영비 2,000,000

아시아선수권대회비 항공료 4,400,000

숙박비 5,400,000

식비 1,720,000

일비 7,200,000

부식비 480,000

운영비 5,000,000

바쿠그랜드슬램대회비 일비 3,300,000

부식비 220,000

운영비 2,000,000

월드마스터스대회비 항공료 14,000,000

숙박비 4,500,000

식비 1,750,000

일비 2,362,500

부식비 157,500

운영비 2,000,000

리우올림픽대회비 항공료 21,000,000

숙박비 27,000,000

식비 9,000,000

일비 6,300,000

부식비 180,000

운영비 2,000,000

울란바타르그랑프리대회비 숙박비 13,050,000

식비 3,325,000

일비 2,625,000

부식비 175,000

운영비 2,000,000

튜멘그랜드슬램대회비 항공료 7,677,500

숙박비 8,437,500

식비 3,937,500

일비 2,362,500

부식비 157,500

운영비 2,000,000

아부다비그랜드슬램대회비 숙박비 13,500,000

식비 5,000,000

일비 3,000,000

부식비 200,000

운영비 2,000,000



재  원 관 항 목 금  액

자  체 국제대회 파견비 도쿄그랜드슬램대회비 항공료 6,300,000

숙박비 10,395,000

식비 3,442,500

일비 2,025,000

부식비 135,000

운영비 2,000,000

국제대회 개최비 코리아그랑프리대회비 초청비 172,000,000

시상비 125,000,000

대회유치비 125,000,000

운영비 5,000,000

훈련비 대표팀 촌외훈련비 운영비 2,000,000

대표팀 자비입촌비 식비 22,800,000

숙박비 6,000,000

대표팀 국외전지훈련비 숙박비 13,590,000

부식비 1,557,500

일비 15,575,000

운영비 6,000,000

후보선수 국외전지훈련비 운영비 2,000,000

청소년선수 국외전지훈련비 운영비 2,000,000

유럽선수권대회 참관비 운영비 1,000,000

일본선수권대회 참관비 운영비 1,000,000

사업비 일선지도자 해외연수비 항공료 8,500,000

지원사업비 후원물품 350,000,000

선수단 격려금 30,000,000

시도지부 및 연맹 지원금 10,000,000

기타지원비 10,000,000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비(동계) 식비 12,000,000

인쇄비 3,000,000

운영비 4,500,000

숙박비 8,000,000

강사료 1,000,000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비(하계) 식비 2,000,000

인쇄비 2,000,000

운영비 2,000,000

심판위원회 운영비 2,000,000

강사료 3,000,000

유도지 발간비 인쇄비 44,000,000

발송비 28,000,000

잡비 8,000,000

승단사업비 심의위원회비 24,400,000

단증작업비 20,000,000

유공자 포상비 유공자 포상비 220,000,000

장학사업 우수선수 장학금 32,400,000

해외교류비 국제세미나 파견비 15,000,000

기타해외교류비 5,000,000

전문스포츠지도사 검정시험 사업비 운영수당 1,100,000

식비 165,000

시설사용료 200,000

훈련용구비 500,000

기타운영비 1,035,000



재  원 관 항 목 금  액

자  체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173,387,500

퇴직적립금 38,752,300

경상비 경상비 복리후생비 37,180,000

업무추진비 9,700,000

연금기금지급 30,000,000

소모품비 2,000,000

통신비 9,200,000

교통비 1,200,000

도서신문비 1,200,000

인쇄비 4,000,000

전산비 6,720,000

대의원총회비 4,800,000

유도인의 밤 행사비 23,500,000

이사회의비 5,000,000

분과위원회 회의비 4,000,000

업무위탁수수료 5,000,000

잡비 5,012,700

감가상각비 38,000,000

유형자산폐기손 5,000,000

소  계 2,000,480,000

 합  계 5,772,547,450



<2016년 사업별 세출 세부내역서>

(단위 : 원)

1. 국내대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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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원 30명

계 54,660,000

수  당 5일 4,500,000원

5박

프로그램제작비 1,500,000원

현지교통비 6,000원 30명 6일 1,080,000원

왕복교통비 25,000원 30명 2회 1,500,000원

숙박비 4,500,000원

식  비 20,000원 30명 6일 3,600,000원

30,000원 30명

[개인전] 300,000원 13명

[  3위  ] 200,000원 3팀

3,900,000원

개최경비 8,300,000원

[우   승] 1,000,000원 2팀 2,000,000원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

29,000,000

초청경비 300,000원 40팀

[준우승] 500,000원 2팀 1,000,000원

체육장려금 7,500,000원

자체

600,000원 2팀 1,200,000원

12,000,000원

600,000원

기금/자체

식  비 20,000원 30명 2일 1,200,000원

교통비 20,000원

용품구입비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전국소년체육대회 5,980,000

숙박비 20,000원 30명

2,275원

600,000원

심판수당 30,000원 30명 2일 1,800,000원

전국체육대회 19,680,000

2박 1,200,000원

910,000원

운영수당

400부

30명

기금/
기타체육회

지원금

270,000원3일3명30,000원

기타운영비 3,000,000원



2. 국제대회 파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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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비 2,000,000원

일비 $30×9명×7일×1,250원 2,362,500원

부식비 2,500원×9명×7일 157,500원

2,625,000원

부식비 2,500원×10명×7일 175,000원

기타운영비 2,000,000원

9,000,000원

기금/자체

숙박비 €180×10명×5박×1,450원 13,050,000원

식비 $38×10명×7일×1,250원 3,325,000원

일비 $30×10명×7일×1,250원
울란바타르그랑프리대회 30,175,000

항공료 900,000원 10명

6,300,000원

부식비 2,500원×6명×12일 180,000원

기타운영비 2,000,000원

21,000,000원

기금/자체

숙박비 $400×6명×9박×1,250원 27,000,000원

식비 $100×6명×12일×1,250원 9,000,000원

일비 $70×6명×12일×1,250원
리우올림픽대회 65,480,000

항공료 3,500,000원 6명

2,362,500원

부식비 2,500원×9명×7일 157,500원

기타운영비 2,000,000원

31,500,000원

기금/자체

숙박비 $180×9명×5박×1,250원 10,125,000원

식비 $50×9명×7일×1,250원 3,937,500원

일비 $30×9명×7일×1,250원
월드마스터스대회 50,082,500

항공료 3,500,000원 9명

부식비 2,500원×11명×8일 220,000원

기타운영비 2,000,000원

기금/자체

숙박비 $200×11명×6박×1,250원 16,500,000원

식비 $43×11명×8일×1,250원 4,730,000원

일비 $30×11명×8일×1,250원 3,300,000원

기타운영비 5,000,000원

바쿠그랜드슬램대회 55,350,000

항공료 2,600,000원 11명 28,600,000원

일비 $30×24명×8일×1,250원 7,200,000원

부식비 2,500원×24명×8일 480,000원

아시아선수권대회 81,800,000

항공료 1,100,000원 24명

숙박비 $180×24명×6박×1,250원

식비 $43×24명×8일×1,250원

€150×11명×6박×1,450원

$43×11명×8일×1,250원

$30×11명×8일×1,250원

2,500원×11명×8일

26,400,000원

기금/자체

32,400,000원

10,320,000원

부식비 220,000원

기타운영비 2,000,000원

튜멘그랜드슬램대회 39,395,000

4,730,000원

일비 3,300,000원

22,500,000원

식비 $50×9명×7일×1,250원

항공료 2,500,000원 9명

31,350,000원

기금/자체

숙박비 14,355,000원

식비

3,937,500원
기금/자체

숙박비 $150×9명×5박×1,250원 8,437,500원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삼순그랑프리대회 55,955,000

항공료 2,850,000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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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대회 개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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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00원

부식비 2,500원×9명×6일 135,000원

기타운영비 2,000,000원

6,300,000원

기금/자체

숙박비 ￥21,000×9명×5박×11원 10,395,000원

식비 $51×9명×6일×1,250원 3,442,500원

일비 $30×9명×6일×1,250원
도쿄그랜드슬램대회 24,297,500

항공료 700,000원 9명

부식비 2,500원×10명×8일 200,000원

기타운영비 2,000,000원

$180×10명×6박×1,250원 13,500,000원

식비 $50×10명×8일×1,250원 5,000,000원

일비 $30×10명×8일×1,250원 3,000,000원

재원

아부다비그랜드슬램대회 40,700,000

항공료 1,700,000원 10명 17,000,000원

기금/자체

숙박비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계 443,235,000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코리아그랑프리대회 525,000,000

초청비 초청VIP항공료 10,000,000원

기금/자체

초청VIP 및 국내임원 숙박비 178,000,000원

시상비 $100,000×1,250원 125,000,000원

대회유치비 $100,000×1,250원 125,000,000원

중계방송비 82,000,000원

계 525,000,000

기타운영비 5,000,000원



5.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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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영상 녹화장비
지원 사업비

운영요원수당 50,000원 4명 200,000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실기 및 구술 검정시험

3,000,000

174,000,000

심사위원수당

자체
시도지부 및 연맹지원금

지원사업비 400,000,000
선수단 격려금

후원물품

30,000,000원

세미나실대여료

기금174,000,000원

일비(국제전문)  $26×1명×7일×1,250원 227,500원

자산취득비(비품)

국제연맹 총회 파견비 6,231,250 기금

일비(국제전문)  $26×1명×4일×1,250원 130,000원

식비(국제전문)

항공료(국제전문) 1명

상임심판 사업비 340,000,000 기금

식비(국제전문)  $49×1명×7일×1,250원 428,750원

7,000,000원

3,000,000원

운영 및 교육지원비

2,000,000원

 $90×1명×3박×1,250원

 $123×1명×6박×1,250원

 $37×1명×4일×1,250원 185,000원

2,000,000원

922,500원

항공료(국제전문) 1,000,000원 1명 1,000,000원

숙박비(국제전문)

1,000,000원

숙박비(국제전문) 337,500원

10,000,000원

항공료(회의대표) 1,000,000원 1명

기타지원비

교육비

10,000,000원

350,000,000원

10명 11개월

200,000원1명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330,000,000원수당 3,000,000원

17명

1,500,000원

현수막제작

자체

330,000원

학교보급프로그램비 2,000,000
운영수당

운영비

항공료

200,000원

500,000원

1,800,000원

8,500,000원

900,000원

1,000,000원

8,000,000원

12,000,000원

강사료

숙박비

기금

일선지도자 해외연수비 8,500,000

6명

500,000원

1,500,000원

3,000,000원

자체

150,000원

1,000,000원

28,500,000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

(하계)

식비

인쇄비

세미나실대여료

기타운영비

2,000,000원

심판 및 지도자강습회
(하계)

11,000,000

심판위원회 운영비

기타운영비

자체

강사료 3,000,000원

식비

2,000,000원

보험료 150,000원

현수막 110,000원 3종

2,000,000원

인쇄비 2,000,000원

165,000원

용품구입비 500,000원

중식 11,000원 15명

430,000원

시설사용료 200,000원

자체

문구비 90,000원 1회 125,000원

기타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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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체육회
지원금

422,000,000
국제종합대회

체육회 지원사업비
10,000,000원

올림픽 간식비,일비 12,000,000원

자체

해외교류비 20,000,000
세미나 파견비 15,000,000원

자체
기타 해외교류비

우수선수 장학금(고등학생) 500,000원 36명 18,000,000원

우수선수 장학금(중학생) 400,000원 36명
장학사업 32,400,000

자체

5,000,000원

유공자포상비 220,000,000

14,400,000원

세부내역 재원

올림픽포상금

220,000,000원유공자포상비

24,400,000원
자체

단증작업비 20,000,000원

2,000,000원 4회 8,000,000원

유도지 발간비 80,000,000

44,000,000원

발송비 7,000,000원

인쇄비 11,000,000원 4회

사업명 금액

400,000,000원

올림픽격려금

자체

승단사업비 44,400,000
심의위원회비

4회 28,000,000원

기타운영비

계 1,618,0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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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유도인의 밤 행사비 23,500,000

자체
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비 60,000원 12개월 720,000원

5,000,000원 기금/자체

전산비 6,720,000
홈페이지유지보수비 500,000원 12개월 6,000,000원

통신비 10,200,000 기금/자체

교통비 1,200,000 교통비 100,000원 12개월

전화요금 150,000원 12개월

1,200,000원 자체

1,800,000원

복리후생비 49,180,000

회의 개최비

업무추진비

1,000,000원

100,000원 12개월사무실 물품구입비 1,200,000원

자체9,700,000

기금/자체

300,000원

기타 복리후생비

연금기금 지급 30,000,000

 

12개월

직원. 지도자 고용.산재보험 협회부담분

경기단체연합회비 및 청소료

계 302,070,000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1,300,000원 12개월

1,000,000원 12개월

15,600,000원

직원 건강보험,국민연금 협회부담분

대표팀 지도자 건강보험,국민연금 협회부담분

1,500,000원 18,000,000원

12,000,000원

1,380,000원115,000원

12개월

12개월 8,400,000원

감사수당  350,000원 2명 2회 1,400,000원

2,000,000원

도서신문비 100,000원 12개월

감사식비

화환 500,000원

우편요금 700,000원

12개월 6,000,000원

공로연금기금 500,000원 5명 12개월 30,000,000원 자체

12개월소모품비 12,000,000 소모품비 1,000,000원 12,000,000원 기금/자체

1,200,000원 자체

인쇄비 5,000,000 인쇄비

도서신문비 1,200,000

대의원총회비 4,800,000

대의원수당 200,000원 20명

인쇄비

4,000,000원

600,000원

기타운영비 200,000원

패제작비 4,000,000원

1,500,000원

식비

유공자 부상품 3,000,000원

기타운영비

15,000,000원

3,500,000원

자체

자체

이사회의비 5,000,000

식비

인쇄비 600,000원

기타운영비 900,000원

21,670,000원

인건비 256,400,000

기금/자체
부족분 충당금 2,000,000원 12개월 24,000,000원

퇴직적립금 45,670,000
퇴직적립금 256,392,000원 12개월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96,000,000원

기금/자체27,000,000원 4개월 108,000,000원

재원

인건비 16,000,000원 6개월

26,200,000원 2개월 5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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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비용

=

9. 감가상각비

=

10. 유형자산폐기손

=

*세출합계 : 원

분과위원회 회의비 4,000,000 자체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계 172,512,700

위탁수수료 5,000,000 공익법인 보고서 및 세금신고 위탁 수수료 5,000,000원 자체

자체잡비 5,012,700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190,000원

신원보증료, 주민세,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5,772,547,450

식비 200,000원 20회 4,000,000원

세부내역사업명 금액

감가상각비

재원

5,012,700원

계 190,000

체육회 이자 반납 190,000
기금/ 기타

체육회수입금
기금(사업비,운영비), 기타체육회 지원금 이자 반납

38,000,000 2016년 유형자산(비품) 감가상각비 38,000,000원 자체

계 38,000,000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유형자산폐기손 5,000,000 2016년 유형자산폐기손 5,000,000원 자체

계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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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유도인의 밤 행사비 23,500,000

자체
회계프로그램유지보수비 60,000원 12개월 720,000원

5,000,000원 기금/자체

전산비 6,720,000
홈페이지유지보수비 500,000원 12개월 6,000,000원

통신비 10,200,000 기금/자체

교통비 1,200,000 교통비 100,000원 12개월

전화요금 150,000원 12개월

1,200,000원 자체

1,800,000원

복리후생비 49,180,000

회의 개최비

업무추진비

1,000,000원

100,000원 12개월사무실 물품구입비 1,200,000원

자체9,700,000

기금/자체

300,000원

기타 복리후생비

연금기금 지급 30,000,000

 

12개월

직원. 지도자 고용.산재보험 협회부담분

경기단체연합회비 및 청소료

계 302,070,000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1,300,000원 12개월

1,000,000원 12개월

15,600,000원

직원 건강보험,국민연금 협회부담분

대표팀 지도자 건강보험,국민연금 협회부담분

1,500,000원 18,000,000원

12,000,000원

1,380,000원115,000원

12개월

12개월 8,400,000원

감사수당  350,000원 2명 2회 1,400,000원

2,000,000원

도서신문비 100,000원 12개월

감사식비

화환 500,000원

우편요금 700,000원

12개월 6,000,000원

공로연금기금 500,000원 5명 12개월 30,000,000원 자체

12개월소모품비 12,000,000 소모품비 1,000,000원 12,000,000원 기금/자체

1,200,000원 자체

인쇄비 5,000,000 인쇄비

도서신문비 1,200,000

대의원총회비 4,800,000

대의원수당 200,000원 20명

인쇄비

4,000,000원

600,000원

기타운영비 200,000원

패제작비 4,000,000원

1,500,000원

식비

유공자 부상품 3,000,000원

기타운영비

15,000,000원

3,500,000원

자체

자체

이사회의비 5,000,000

식비

인쇄비 600,000원

기타운영비 900,000원

21,670,000원

인건비 256,400,000

기금/자체
부족분 충당금 2,000,000원 12개월 24,000,000원

퇴직적립금 45,670,000
퇴직적립금 256,392,000원 12개월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96,000,000원

기금/자체27,000,000원 4개월 108,000,000원

재원

인건비 16,000,000원 6개월

26,200,000원 2개월 52,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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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합계 : 원

분과위원회 회의비 4,000,000 자체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계 172,512,700

위탁수수료 5,000,000 공익법인 보고서 및 세금신고 위탁 수수료 5,000,000원 자체

자체잡비 5,012,700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190,000원

신원보증료, 주민세, 각종 증명서 발급수수료

5,772,547,450

식비 200,000원 20회 4,000,000원

세부내역사업명 금액

감가상각비

재원

5,012,700원

계 190,000

체육회 이자 반납 190,000
기금/ 기타

체육회수입금
기금(사업비,운영비), 기타체육회 지원금 이자 반납

38,000,000 2016년 유형자산(비품) 감가상각비 38,000,000원 자체

계 38,000,000

사업명 금액 세부내역 재원

유형자산폐기손 5,000,000 2016년 유형자산폐기손 5,000,000원 자체

계 5,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