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NC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더 자세한 정보 및 지원

ACNC는:

ACNC 그리고 ACNC의 여러분의 자선기관과의 협력
방법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공익을 위하는 (사적이 아닌) 자선 목적을 가진 비영리

자선기관의 법적 의미를 이용하는) ‘자선기관’을
등록합니다

■ 자선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충족하도록 정보,

안내, 조언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합니다

■ 방문: ACNC 웹사이트 acnc.gov.au
■ 전화: 13 ACNC (13 22 62)
■ 이메일: advice@acnc.gov.au

■ 호주 내 모든 등록된 자선기관에 대해 무료 검색이

■ 서신: Advice Services, ACNC, GPO Box 5108,

■ 자선기관을 위한 불필요한 요식 지양을 위해 연방정부,

■ 팩스: 1300 232 569.

■ 자선기관에 대한 불만제기, 예를 들면 주장된 사기

본 위원회 웹사이트를 통해 이메일 업데이트를
위한 가입을 하시거나 페이스북 혹은 트위터에서
팔로우하십시오.

가능한 온라인 등록부를 유지합니다

주 및 준주 정부 및 부처와 협력하여 ‘일회 보고, 자주
사용’ 보고 체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행위 혹은 심각한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사항을
조사합니다.

Melbourne VIC 3001,혹은

소셜 미디어:

ACNC가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ACNC는 자선기관이 아닌 NFP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책임 소재가 아닌 자선기관에 대해
제기된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 협회는
일반적으로 한 자선 기관의 내부 분쟁은 조사하지
않으며 대중의 신뢰를 위협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트위터
acnc_gov_au

유튜브
acncvideos

페이스북
acnc.gov.au

통번역 서비스 및 내셔널 릴레이 서비스
TTY - 13 36 77로 전화하여 13 22 62를 요청
Speak and Listen - 1300 555 727로 전화하여
13 22 62를 요청
						
TIS - 13 14 50으로 전화하여 통역사가 13 22 62
로 전화하도록 요청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십니까?
등록된 자선 기관일 수도 있습니다

acnc.gov.au

등록된 자선기관에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하나요?

ACNC 자선기관 포털을 통해 자선기관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점검

등록 자격 유지

먼저, ACNC가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현재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이메일 주소는 달리 통보하지 않는 한 공식 문서
송달 주소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ACNC에 지속적으로 등록
자격을 유지하려면 아래 조건을 이행 해야 합니다.

연간 정보 내역서 제출을 통한 보고

호주 자선 기관 및 비영리 기관
위원회 (ACNC)는 호주의 독립 자선
규제기관입니다. 대부분의 비영리
기관들 (NFP)은 자선기관이 아니지만
귀하의 기관은 ACNC에 등록될 경우
자선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NFP는 ‘자선기관’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해도
ACNC에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관이 ACNC
가 2012년 12월 3일에 시작되기 이전에 자선기관 세금
감면을 받았나요? 감면을 받은 경우 호주 국세청 (ATO)
에서 귀하의 기관이 자선기관으로 인정 (인가)되었고
자동으로 본 위원회에 등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의 NFP가 등록된 자선기관입니까?
여러분의 NFP를 acnc.gov.au/findacharity
에 있는 ACNC 등록부에서 이름으로
혹은 호주 사업체 번호 (ABN)로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NFP가 ACNC 등록부에 나타나면 ‘등록된
자선기관’입니다. 등록부에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본 협회에 연락하십시오.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록 신청 가능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등록 시 혜택 (연방정부 자선기관 세금
감면 포함)이 있지만 등록은 자발적입니다.

매년 등록된 자선기관들은 자신들의 보고기간
만료 후 6개월 내에 ACNC에 연간 정보 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선기관 보고 기간을 확인하여
내역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 지를
알아보십시오. 7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가 아닐
경우 본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연간 정보 내역서에는 지난 회계연도에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수행한 내용과 지역사회 지원이
이루어진 방법 그리고 재정 정보에 대해 묻습니다.
얼마나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지는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ACNC 등록부 이해
ACNC 등록부는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ACNC에 등록된 모든 자선기관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자선기관이
등록부에 있을 경우, (잠재 기부자들과 자원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여러분의
자선기관에 관한 자선 목적, 수혜자 및 운영 장소
등 일반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CNC 등록부에는 자선기관들이 연간 정보
내역서뿐만 아니라 관리 문서와 연간 보고서
등 기타 문서들에 담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정보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선기관 변경사항 ACNC에 통보
등록된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자선기관의 (기관
이름 혹은 기관을 관할하는 사람들의 이름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일정 시간 내에 ACNC에
통보해야 합니다. 귀하는 charity.acnc.gov.au에서

■

비영리로 유지

■

공익을 위하는 자선 목적 보유

■

관할 기준 충족, 그리고

■

테러 혹은 기타 범죄활동에 연루되지 않음

acnc.gov.au에서 ‘자선기관 관리 (Manage
my charity)’ 에서 등록된 자선기관의 지속적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기타 규제 기관에 대한 의무
자선기관은 주 및 준주 통합 협회 규제기관 등
기타 규제기관 및 부처에 대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가지기도 합니다. ACNC는 보고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요식을 줄이려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타 기관에 제출한 일부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것
등입니다.
acnc.gov.au에서 ‘ACNC 소개 (About
ACNC)’ 내의 ‘불필요한 요식 지양 (Red
tape reduction)’을 통해 본 협회 업무에 관해
더 알아 보십시오.

ACNC 규제 방법
ACNC는 자선기관 종사자 대부분이 정직하며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함을 주지하고 있으며 본
위원회의 접근 방법은 교육과 지원에 대한 강조로
시작됩니다.
본 위원회는 가령 심각한 부실 관리, 심각한 횡령
혹은 심각한 ACNC 법 위반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