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교육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1기 감사지휘자과정」 교육대상자 통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감사교육원에서 실시 계획 중인 「1기 감사지휘자과정, '20. 11. 5.(목)~11. 6.(금), 2일) 교
육대상자 명단을 [붙임1]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교 전 안내사항
가. 교육장소: 수원 컨벤션센터 컨벤션홀(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40)
나. 입교시간: 9시 50분까지
다. 교육비: 11. 6. (금)까지 입금 완료 요망
- 원활한 납부 확인을 위해 입금 시 입금자명을 교육생명 또는 기관명으로 입력 바람
- 납부계좌 : 기업은행 001-114392-01-296 감사원 감사교육원
과정명

계좌번호

은행

금액

감사지휘자과정

001-114392-01-296

기업은행

250, 000원( 2일)

※ 교육비: 80,000원(2일) , 식비: 130,000원(2일) , 커피 등: 40,000원(2일)
※ 숙박 희망 시 과정장(교육운영2과 권종구, 031-940-8820)에게 문의 바람
※ 감사교육원 사업자번호(계좌실명번호) : 101-83-02605
※ 교육비 납부 및 계산서 발급 관련 문의: 교육지원과 신상철 031-940-8862

4. 과정 학습 관련 안내사항
○ 교육대상: 공공기관 감사(監事) 및 감사위원
○ 교육기간: 2020. 11. 5. (목)~11. 6. (금) , 2일
※ 교육과정 시간표는 [붙임2]를 통해 확인 바람

5. 교육 취소를 희망할 경우 교육운영2과 이은경(031-940-8825)으로 연락 바랍니다.

6. 교육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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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지휘자과정 과정장 : 교육운영2과 권종구(031-940-8820)

붙임1. 교육대상자_1기 감사지휘자과정
붙임2. 교과목편성_1기 감사지휘자과정 끝.

감사교육원장
수신자

행정서기보

88관광개발, (주)강원랜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주식회사공영홈쇼핑대표이사, 국
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국방과학연구소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사장,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독립기념관장,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서민
금융진흥원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식품안
전정보원장,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예술의전당 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전남대학교병원장, 정보통신산
업진흥원장, 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주택관리공단(주) 사장,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충북대학교병
원장, 캠코시설관리, 한국가스공사 사장, 한국고용정보원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한
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한국국토정보공사장, 한국남동발전(주) 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한국동
서발전(주) 사장, 한국마사회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한국벤처투자(주)
대표이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한국서부
발전(주) 사장, 한국석유공사 사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한
국장학재단이사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한국조폐공사장, 한국중부발전(주) 사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한국환경공단이
사장, 한전KDN주식회사 사장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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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207-160

전화번호 031-940-8825

팩스번호 031-940-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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