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2020년도 ㈜농협네트웍스(NH여행) 협력사 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아 래 1. 등록분야
□ 신규 해외여행 협력사
○ 모집 지역
국

가

모집 업체수

구분

중국

0

중국 랜드사

싱가포르

0

싱가포르 랜드사

말레이시아

0

말레이시아 랜드사

러시아

0

러시아(중앙아시아/극동아시아 포함) 랜드사

브루나이

0

브루나이 랜드사

전세기운영

0

지방공항 전세기 운영업체

○ 등록 요건
- 국내 소재 업체 :‘관광진흥법’제 4조 1항에 따라 국외여행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관광사업등록증 소지자)
- 해외 소재 업체 :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여행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자(해당국가 관광사업 관련 등록증 소지자)
- 회사설립 3년 이상으로 해당 모집지역에서 랜드사를 운영중인
국내 또는 해외 소재 지상 수배업체
- 기존 당사 협력사 등록 해지 후 2년 이상이 경과된 업체
○ 평가기준
- 주요기관 및 여행사 실적, 현지 가이드 운영현황, 현지네트워크
운영 현황, 농업연수 기관 방문지소개 및 기획상품, 회사 소개서 등

2. 접수서류 : 붙임 ‘제출서류 목록’ 참조

3. 협력사 등록 일정
□ 등록공고 : 2020. 2. 10(월)
□ 접수마감 : 2020. 2. 19(수)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업체선정 및 통보 : 2020. 2. 26(수) ※개별통보
※ 당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 합니다.
□ 계약기간 : 2020. 3. 2(월) ∼ 1년간

4.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서류 접수 방법
○ E-mail: sskhd@naver.com
□ 담당자 연락처
○ 대리 김휘동 : 02-2224-5319 / FAX) 02-2224-5310

㈜농협네트웍스 대표이사

제출서류 목록 (신규)
해외협력사 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 증명원
2.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및 인허가보증보험증권
3.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4. 회사소개서(자율양식)
❍ 본사 및 직영지사 조직도 및 직원 프로필
❍ 현지 네트워크 소개서(사업자등록증 첨부)
❍ 당사 전담 가이드 현황(리스트, 프로필)
❍ 도시별 주요 이용 호텔/ 식당 / 골프장 목록
❍ 기획상품 추천일정(주요 관광 일정)

5. 현지 가이드 운영 현황(가이드 프로필 등)
6. 주요 기관(기업체, 공공기관 등) 또는 여행사 실적 증명서
※최근 3개년 / 해당 기관 및 기업 확인 필
7. 농업연수 관련 방문지 소개
※ 해외 법인일 경우 해당 국가의 증명서(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등 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