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경하는 공군학사장교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부터 공군회관 관리 위탁 운영을 맡은 엠플러스케이 대표이사 이구목입니다.

공군회관은 수도 서울에서 공군 본부 이전 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군의 상징 시설로 공

군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유일한 복지회관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바,

 -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시중 예식장 대비 50%의 가격으로 현역 및 예비역 복지제공

 - 타 연회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설 환경 개선

 - 한정식을 비롯한 고급화된 메뉴 개발

 - 상설 뷔페, 출장연회 서비스 제공 등 수준 높은 연회장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공군회관장직을 비롯한 30여 년간의 군 복지관련 업무경험과 시중에 많은 예식장을 직접 

오픈 성공적으로 운영한 노하우, 그리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공군회관 위탁운

영,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군인공제 컨벤션 센터 위탁 운영, 2013년도부터 현

재까지 한민 고등학교 단체급식 경영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공군회관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

하고 공군인의 사랑을 받는 품격 높은 최상의 연회시설이 되도록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공군전우회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10월 1일부터 공군회관 위탁 경영을 맡은 엠플러스케이 대표 이구목입니다. 공군회관은 

수도 서울에서 공군 본부 이전 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공군의 상징 시설로 공군인들의 사

랑을 받아온 유일한 복지시설이었으나 최근 사회적 현상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공군회관이 HOTEL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공군회관 상호변경(회관 → 호텔)으로 이미지 격상

      - 회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시중 호텔 대비 30~50% 가격으로 최상의 메뉴 제공

      - 시중예식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설 환경 개선

      - 한정식 예식을 비롯한 고급화된 메뉴 개발

      - 상설 뷔페, 출장연회 서비스 제공 등 수준 높은 호텔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공군회관장직을 비롯한 30여년간 군 복지관련 업무경험과 시중에 많은 예식장을 직접 오픈 성공적

으로 운영한 노하우, 그리고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간 공군회관 위탁경영, 2009년도부터 2014년

까지 6년간 군인공제 컨벤션 센터 위탁 경영,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민 고등학교 단체급식 경영 경험

을 바탕으로 현재 공군회관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공군인의 사랑을 받는 품격 높은 최상의 호텔이 되

도록 신명을 다 바칠 것을 다짐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큰 사랑을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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