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신청 점검표

이 점검표를 이용하여 등록 양식을 올바르게 작성하고 신청 절차를 촉진하며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한 본 기관의 요청 사항을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자세한 등록 신청 안내를 이용하여 웹사이트 www.acnc.gov.au/registrationguide
에서 등록 양식의 각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십시오.여러분이 이 목록의 각 항목을
확인한 후에는 www.acnc.gov.au/register에서 신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오

확인할 사항들
여러분의 기관이 자선기관입니까?
■ 자선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여야 하고 공익을 위한
자선 목적만을 가져야 하거나
■ 자선 목적을 가질 뿐 아니라 그러한 자선 목적을 지원하는
부수적인 목적을 가짐
참조: 스포츠, 사교 혹은 레크리에이션 목적은 일반적으로
자선 목적으로 간주되지 않음.
여러분의 기관이 자격 미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점검하셨습니까?
아래 목적은 자선이 아닙니다:
■ 공공 정책에 위배되거나 불법인 활동에 가담하거나 이를
촉진
■ 공직 후보자 혹은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
여러분 기관의 법적 구조 (법인, 비법인, 상장 기업 등)를
아십니까?
참조: 일인 사업체, 정당 및 국가 부처는 등록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

여러분 기관을 위한 호주 사업체 번호 (ABN)가 있습니까?
ABN에 대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셨습니까?
■ 정확한 이름이 있으며
■ 정확한 법적 구조를 보임
해당될 경우, ASIC 혹은 ORIC 등록 번호도 있습니까?
여러분 기관의 관리 문서가 있습니까? (예: 정관, 규정,
신탁 계약 등).
여러분 기관의 관리 문서가 자선 기관 신청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하셨습니까?
예:
■ 자선 목적 혹은 목표 조항
■ 비영리 조항
■ 해산 조항
■ 철회 조항 (ATO에 DGR 인가를 신청할 시에 필요)
여러분 기관의 법률상 명칭이 등록을 위해 적합한 것인지를
점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관이 아래 사항이 있는 지를 점검하셨습니까?
■ 서비스를 위한 주소 (이 주소는 본 기관에서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하고 공식 문서를 발송하기 위해 사용)
■ 등록 절차 기간 동안 문의를 위한 연락처 (이는 서비스를
위한 주소와 동일할 수도 있음)
자선기관의 하부 유형을 무엇으로 등록할 지를
고려하셨습니까? (이는 자선 기관 목적과 부합해야 함)
여러분 기관의 관리 문서와 활동과 수혜자들이 이 하부
유형의 등록을 지지합니까?
여러분의 기관을 공공 자선 단체 (PBI) 혹은 보건 증진 자선
기관 (HPC)으로 등록하길 원하십니까?
참조: 그럴 경우 본 기관에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출생일, 거주 주소, 전화번호 및 역할 등을 포함하여 여러분
기관의 각 책임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있습니까?
참조: 본 기관은 책임자의 주소, 출생일 혹은 전화번호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책임자들이 적합한 사람들이며 ACNC 관리 기준
하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음을
점검하셨습니까?

여러분 기관의 재정 내용은 관련 재정 보고 기간, 지난
회계연도 (해당될 경우)의 소득 및 지출 그리고 다음 회계
연도 예상치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관은 세제 혜택 및/혹은 세금공제 대상 기부
단체로 인가하고자 합니까?
여러분 기관의 책임자의 이름 혹은 기관의 특정 내용이
ACNC 등록부에서 철회될 것을 요청하길 원하십니까?
참조: 본 기관은 책임자의 출생일 혹은 주소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등록된 경우 ACNC 관리 기준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함을 이해하십니까?
등록 신청서의 선언에 서명하도록 인가되었습니까?

더 자세한 정보
등록 신청 안내: www.acnc.gov.au/registrationguide
등록 신청서: www.acnc.gov.au/register
면세: www.ato.gov.au/nonprofit
자선 기관 의무: www.acnc.gov.au/ongoingobligations
관리 기준: www.acnc.gov.au/governancestandards

ACNC 연락
전화: 13 ACNC (13 22 62)
이메일: advice@acnc.gov.au
우편: Advice Services, Australian Charities and Not-for-profits Commission, GPO Box 5108, Melbourne VIC 3001
팩스: 1300 232 569
영어 이외의 언어로 본 협회와 연락할 경우 무료 통번역서비스 (TI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TIS에 13 14 50으로 전화하여 통역사에게 본 협회에 13 22 62로 전화하도록 요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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