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U.MOA
[ Contractor Certificate ]

Korea  Culture  Athletic Tourism  Association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자격 법인 등록기관  종목: 도소매업-방역제품유통판매

(동)법 인 명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   E-MAIL kcata1@daum.net 

성    명           송 치 만     SNS facebook.com/chiman.song

법인번호   213-82-64886   홈페이지        kcata.or.kr 

업 태
도소매업, 경제, 문화,예술,체육,관광

엔터테인먼트, 융복합, 한류문화콘텐츠
종 목

방역제품유통판매, 간접자본, 금융, 부동산,

조선해양, 화장품, 광고,방송,자격증,컨설팅

주    소  서울 서초구 반포동 710-13  광고 홈페이지           666.re.kr

전    화     010-7938-0881
  팩    스         0504-088-0881  

  부재 시 긴급       010-3182-1296

   우 리 은 행 

한국문화체육관광협회
    1006-201-538549 

  하나은행 

   송치만
    364-910289-60807

국내외 기업 MOU . PM 등록

(행)법 인 명          성   명     

    번인번호

    주민번호
     이 메 일         

홈페이지     주   소 

사업자번호 계약대리인

전화번호     (대)전화번호

수량 / 단가 

P / 컨디션
  계좌번호

 준비서류 : 회사소개서, 제품소개서, 상세페이지, 영상, 사진

    포트폴리오, 수익 및 공급 계약서, 그 외 제휴에 따른 관계 서류  

 전세계 Frontier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보건, 테마파크, 놀이공원, 건설업

엔터테인먼트, 코인, 특정물, 마스크, 공장, 마스크현물, 코로나시약, 검사키트, 

부동산, 금융, 의료, 관광 AI, 4차산업, 미래사업 관련 사업에 업무 협약함.

기록할 사항이 있으면 기록하세요.

업무협약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상호 상생과 WIN WIN을 위하여 협약합니다   
2021 년        월        일 

     대표  :                                       (인)     

     K C A T A 

Korea Culture Athletic Tourism Association

kcata.or.kr



업무제휴협약서
  [ Business alliance Agreement ]

제 1조 [목적] “동”과 “행”양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수입사업의 추진등을 상호 WIN WIN을 위하여 협약하며, 공동 추진함으로써 

상호간 이익을 증진하고 전략적 업무 제휴를 체결한다.

제 2조 [업무제휴의 범위] 협력사는 승인건에 한하여 공개 비공개 처리한다.

“동” 과 “행”은 상화 WIN WIN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상호 협력한다.

   1.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산업의 모든 분야 관련 

      수출 판매,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 교환 및 MOA. MOU

   2. 인적 자원의 교류 및 상호 업무 협조

   3. 기업 수익, 공급, 판매 컨디션 상호 교환

   4. 무역, 수출기획, 공동 사업 추진

   5.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및 방송국 관련 사업 추진 

   6. 양사의 공동사업 온. 오프라인 홍보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와 연동하여 홍보 

   7. 벤더사 및 협력사 상대방의 경영 현안에 대한 조력, 협조.

   8. 양사가 가진 정보 및 제작에 필요한 구매자 정보 공유

   9. 국내외 시장조사에 따른 데이터 공유

   10. 신규  사업에 대한 전문적 조사 연구에 대한 기획

   11. 세계 쇼비지니스 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목적 사업 협의 

   12. 기타 계약서 작성, 수수료계약, 업무연계 및 협력에 필요한 모든 사항 

   13. 국내외 마스크 및 국익에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사업 협력

제 3조 [업무진행 방법]

 업무의 공동 수행 시 “동”과 “행”의 조력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공동 수행 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개별 사업별로 상호 협의된 바에 따라 분담한다.

 업무 공동 수행 시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한다. 

제 4조 [권리 양도의 금지]

“동”과 “행”은 상대방의 사전 협의 및 서면 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하여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제 3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책임을 진다.

 

제 5조 [수익사업] 양사가 협력하여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공동

  사업계약서를 체결한다.

제 6조 [비밀유지 각서] 별도의 비밀 유지 각서 첨부 

제 7조 [협약의 효력] 1. 이 협약은 양사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무한 유효하며, 양사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서면으로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KCATA.OR.KR



사업안내.사업신청

  [ Business alliance Agreement ]
  ■코로나 시약, 코로나 진단키트, 살모넬라균시약, 전세계 영사,대사,총판 사업

          https://band.us/band/69407421/post/7380

  ■핸드폰 35개 SNS 연동 및 구동 서비스

  ■홈페이지, 검색엔진, 뉴스홍보, 인터넷 등록, 연동 광고 시스템

          https://band.us/band/69407421/post/8653

  ■SNS 허브 개인 및 기업 명함형 허브 홈페이지 구축 시스템

          https://band.us/band/69407421/post/8654

  ■마스크 공장, 솔라 지붕, 마스크 대량 현물 판매  시스템

          https://band.us/band/69407421/post/8552  

 ■상품권, 문화제, 골드, 특정물 합법적 거래 컨설팅

  ■홈페이지 http://666.re.kr     http://kmkp.co.kr 

      기업별 사업 신청 내용 기록해주세요.

         

                          KCAT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