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호남지방통계청

해양수산업 발전 및 국가 어업통계를 위한 업무 협약서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과 호남지방통계청(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국가
어업통계 및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어업통계 자료 제공, 수산자원 정보
교환, 연구시설에 대한 체험 및 통계 교육교류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양 기관은 해양수산업 발전 및 어업통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국가 통계의 활성화를 위해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정보공유 등에
상호 협력한다.
제2조 (상호 협력분야)
1. 호남지방통계청은 국가 어업통계 및 전라남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한 제반
통계자료 및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2.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교육 등 국가 어업
통계 및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3. 양 기관 간 통계 및 해양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상호 협조한다.

제3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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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지방통계청·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

국가 어업통계 및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서
호남지방통계청과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국가
어업통계 및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어업통계 자료 제공, 수산자원 정보
교환, 연구시설에 대한 체험 및 통계 교육교류 등에 상호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양 기관은 해양수산업 발전 및 어업통계를 위해 필요로 하는
국가 통계의 활성화를 위해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정보공유 등에
상호 협력한다.
제2조 (상호 협력분야)
1. 호남지방통계청은 국가 어업통계 및 전라남도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한 제반
통계자료 및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2.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교육 등 국가 어업
통계 및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3. 양 기관 간 통계 및 해양수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상호 협조한다.

제3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서의 효력은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
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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