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 보관 점검 목록

이 기록 보관 점검 목록은 양호한 기록 보관 업무를 촉진하며 자선기관들이
ACNC에 대한 의무를 충족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단지 제시 목록이며 모든
항목을 망라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선기관은:
재정 및 운영 기록을 보관합니까?
■■
■■
■■
■■

여러분의 자선 기관은 어떤 기록을 보관합니까?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모든 재정 거래 기록을 보관합니까?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활동을 담은 기록을 보관합니까?
이들 기록이 서면으로 된 인쇄물 혹은 전자 문서 혹은 기타 문서입니까?
영어로 된 혹은 영어로 쉽게 번역 가능한 포맷으로 된 기록을 보관합니까?
기록 보관을 위한 시스템이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
■■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누군가가 기록 보관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기타 직원/자원봉사자/이사회 회원이 기록 보관 시스템 혹은 절차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바로 이용 가능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기록을 보관합니까?

■■
■■
■■
■■

기록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자선기관의 기타 인가된 사람이 기록이 보관된 장소를 알고 있습니까?
파일 보관 시스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파일 보관 시스템을 이해합니까?
모든 민감한 기록을 안전하게 유지합니까?

■■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누군가가 민감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

자선기관의 기타 인가된 사람이 이 절차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모든 전자 기록을 백업합니까?
■■
■■

백업파일을 컴퓨터의 다른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까?
전자 기록을 인쇄합니까? 모든 것을 인쇄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중요한 전자 기록의 인쇄 사본을 보관합니까?

■■
■■
■■

여러분의 자선기관은 인쇄 기록을 파일이나 박스 혹은 폴더나 봉투에 정리합니까?
여러분의 자선기관은 여러 인쇄 기록을 항목별로 (은행 내역서, 서신 내용, 청구서, 영수증) 분류합니까?
여러분의 자선기관은 보고 기간 (회계연도)까지 문서 기록을 분류합니까?
모든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합니까?

■■

기록을 7년 동안 보관할 충분한 저장 공간이 있습니까?

■■

가령 계약 혹은 인가 제도 하에서 기타 기록 보관 요건이 있습니까?
그러한 요건을 충족합니까?

기록 보관 요건을 가지고 있는 기타 규제 기관에 보고합니까?
■■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이들 항목에 체크표시를 하고 기록 보관 업무를 준수할 경우
ACNC 기록 보관 의무를 충족하기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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