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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
사단법인

협회 내의 분쟁을 누가 처리하는가?
협회의 관리 위원회가 협회의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여기에는 회원과 협회 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회원 간의 내부 분쟁을 처리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이 일은 Associations Incorporation Act 2009 (협회 법인설립
법 2009) (이하 ‘법률’) 및 협회의 정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협회는 정관에 분쟁 처리 절차를 반드시 규정해야
합니다.

분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단계는 직접 관련 당사자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일입니다. 적절한 경우, 정관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분쟁 해결 절차가 들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모델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있는 경우, 적절한 법적 조언을
구하거나 Alternat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 해결
(ADR))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ADR 서비스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하십시오.
yy The Law Society of NSW 전화: 02 9926 0333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lawsociety.com.au
yy NSW Department of Justice 전화: 02 8688 7777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courts.justice.nsw.gov.au

NSW Fair Trading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가?
Fair Trading의 역할은 본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Fair
Trading은 법률과 Associations Incorporation Regulation 2016
(협회 법인설립 규정 2016)에 명시된 문제에 한해서만
개입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어떤 분쟁에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www.fairtrading.nsw.gov.au
Fair Trading enquiries 13 32 20
TTY 1300 723 404
언어 지원 13 14 50

Tel: 13 32 20

이 자료는 법률적 조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토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적절한 법률을 참조하십시오.

특히 Fair Trading이 할 수 없는 사항은:
yy 법적 조언 제공
yy 분재에서 특정 당사자를 대행
yy 정관이나 협회 규칙에 대한 해석 제공
yy 회의 및 선거의 관리를 포함하여, 협회 내부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에 개입
yy 내부 분쟁에 개입
yy 내부 분쟁의 사실들을 판단.

어디에서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가?
다음 출처로부터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yy 여러분이 선택한 법률 전문인
yy Justice Connect, 전화: 02 8599 2100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justiceconnect.org.au
yy Law Access NSW, 전화: 1300 888 529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lawaccess.nsw.gov.au
yy Community Justice Centres, 전화: 1800 990 777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cjc.justice.nsw.gov.au
yy 해당 지역의 Community Legal Centre, 센터 목록을
원하시면 웹사이트 방문: www.clcnsw.org.au
yy Law Society of NSW, 전화: 02 9926 0333 또는 웹사이트
방문: www.lawsociety.com.au.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세요?
본 안내자료의 주제에 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Fair Trading 웹사이트 www.fairtrading.nsw.gov.au 를
방문하십시오.
Registry Services (등록 서비스)에 연락하십시오
PO Box 22
Bathurst NSW 2795
전화: 02 6333 1400
무료 전화: 1800 502 042
이메일: registryinquiries@finance.nsw.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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