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속 프란치스코회 은행거래와 보험에 대한 문제들 – 국가형제회 회계의 도움이 되는 팁들 

 

Claudia Kauzlarich 지음 

이 기사에서는 국가형제회 회계 Claudia Kauzlarich 자매가 보험,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와 은행거래에 대한 이슈에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 해답하다. 

 

책임보험 증거 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국가형제회는 모든 형제회 (단위, 지구, 국가)를 포함하는 배상 책임보험을 Christian 

Brothers 통해 가입되어 있다.  우리 멤버 형제회들이 많은 피정센터, 성당, 관구의 시설들을 

형제회 모임 미팅장소로 사용할 경우, 성당, 피정센터 나 관구에서는 시설 사용을 허락하기전에 

우선 우리 형제회들이 이러한 배상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증거를 요구하며, 시설 

사용을 허락하는 성당, 피정단체 혹은 관구를 피보험자, 혹은 추가보험금 수취인으로 들어있기를 

원한다.  어떤 성당 과 관구는 추가보험금 수취인에 관한 상세한 문구가 보험증서에 들어있기를 

요구한다.  

이러한 보험증서가 필요하다면, 국가형제회 웹사이트  www.secularfranciscansusa.org."  

에서 Request for Insurance Certificate" 라는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 작성된 양식을 국가형제회 회계 claudiakauz.sfo@gmail.com 에게 이메일을 하면 회계는 

Christian Brothers 에게 제출할 것이다. 보험증서는 성당이나, 관구, 혹은 피정센터로 직접 

보내진다.  보험증서 복사판은 국가형제회 회계에게 보내지며, 회계는 보험증서를 요구한 

형제회의 담당자에게 복사판을 보내줄 것이다.  

만약 형제회 모임의 미팅장소를 추가 피보험자로 포함될 때, Christian Brothers 는 그 

미팅장소사용을 허락한 성당, 피정센터 혹은 관구 와 합의한 계약내용이나 계약서 복사판을 

요구할 것이다 (절대적인 요구사향은 아니지만, 장소사용을 허락하는 성당, 피정센터 혹은 관구 

와 합의하거나 계약하기전에 먼저 보험증서를 확보하기를 권장한다). 멤버형제회는 그 계약서 

복사판을 국가형제회 회계에게 이메일로 보내며, 만약 문서화된 합의문이 없다면, 장소허락을 

하는 단체가 보낸 추가 피보험자 조항을 요구하는 서신 복사판을 보내도 된다.  국가형제회 

회계는 Christian Brothers 과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보할 것이다.  

만약 양식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양식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이메일로 

claudiakauz.sfo@gmail.com 으로 보내면 되며, 보험에 관한 다른 의문사향들이 있으면, 같은 

이메일 주소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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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ral Identification Numbers (EIN): 

EIN 번호를 받는 것에 대한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우선 EIN 번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어떻게 이 

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다.   

은행에서 새로운 계좌를 오픈 하려면, Employer Federal Identification Number (EIN) 가 들어있는 

IRS 에서 보낸 서신을 은행은 요구한다. 그리고 만약 기존 은행계좌에 대한 공인 서명자를 변경할 

경우나 계좌이름과 기록되어 있는 EIN 번호가 일치가 안될 경우엔 IRS 가 보낸 편지를 은행에 

제출해야 된다.   

예전에는 여러 형제회들이 같은 EIN 번호를 서로 나누어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각 단위형제회 와 지구형제회는 각 형제회에 부여된 고유의 EIN 번호를 가져야한다. 현재 EIN 

번호가 없는 단위형제회 나 지구형제회가 있고, 아니면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 EIN 번호가 

있는 IRS 가 보낸 서신을 분실하였을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한다.    

 

참고:  EIN 번호가 있는 IRS 에서 보낸 서신은 아주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신청서 복사판 (SS-4) 

과 함께 형제회가 영구히 보관해야 할 중요한 서류이다.  현재에는 지구형제회가 단위 

형제회의 IRS 서신 복사판을 보관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IRS 서신을 분실한 사건들을 

접하는 경우, 지구 형제회가 단위 형제회의 IRS 서신 복사판을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은 

규정으로 생각된다.  

 

EIN 번호 신청하는 방법 

국가형제회 웹사이트에서 the Federal form SS-4 Application for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EIN) 신청서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참고할 수 있다. 또한 IRS 웹사이트 irs.gov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IRS 에 직접 온라인 신청하여 EIN 번호를 받을 경우 

서비스는 FREE 이다.  간혹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뜨는 다른 웹사이트들은 fee 를 요구하는데 

조심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IRS 에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SS-4 form 에있는 질문 7a 와 7b 는 담당자의 이름과 social security 번호를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떤 형제회는 우려하는데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헌 제 51 조 다)에 회장은 교회적 

권한과 사회적 권한을 가지고 모든 대외적 관계에서 형제회를 대표한다 고 되어있다.  IRS 가 

어떤 이유로서 형제회에 연락을 해야 될 경우 필요한 자료인 것인데 만약 IRS 에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담당자가 형제회를 그만둘 경우 새로운 담당자 회원에 대한 자료로 update 해야 된다. 



하지만 IRS 에 등록된 회원이 계속해서 형제회 회장에게 IRS 에서 오는 서신들을 즉시 

전해준다면 평의회원 선거때마다 선출된 새 회원 이름으로 update 할 필요는 없다.  

 

새 은행계좌 개설이나 기존 은행계좌의 공인 서명자를 바꿀 경우  

 

새 은행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 지점에 연락하여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알아서 미리 준비하면 

새 은행계좌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어떤 은행이나 지점들은 새 계좌 개설이 다른 은행보다 

아주 간단한데, 특히 카톨릭 신용 조합들이 친절하게 도와줄 것이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할 때, 국가형제회 회계와 연락하여 재속 프란치스코회 가 

법인 단체로 어떻게 결성되었는지 대한 서신을 요구하면. 국가형제회 회계가 서명한 서신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단위형제회 와 지구형제회는 법인단체가 아니며, 법인단체인 국가 

형제회에 속한 멤버단체이다. 또한 이서신에는 국가형제회는 the 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USCCB)을 통해 비과세법인 상태이며 the Official Catholic Directory 에 

등록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새 은행계좌 개설이나 공인 서명자를 update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한다.  

 

1. IRS 에서 보낸 EIN 번호와 은행계좌 개설에 필요한 형제회 이름이 있는 서신. 

2. 최근 평의회원 선거에서 선출된 평의원들 이름이 있는 증명서 복사판. 

3. 형제회 이름으로 새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허가 과 새 계좌에 공인 서명자 권한으로 

임명된 평의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평의회 회의록을 제출하는데, 형제회 서기 서명 

이 들어있는 회의록이여야 됨.  만약 이러한 회의록이 없을 경우, 형제회 서기는 형제회 

이름이 인쇄된 편지지에 새 계좌 개설 허가와 공인 서명자 권한으로 임명된 

평의원이름이 들어있는 서신을 형제회 회장과 서기가 서명하여 제출해도 될 것이다.  

4. 형제회는 USCCB 하에 있는 비과세법인 인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가형제회에 속하는 

형제회라는 재속 프란치스코회 국가형제회 회계가 서명한 서신. 

5. 새 은행계좌 개설 때나 혹은 기존 은행계좌에 대한 공인 서명자를 바꿀 경우, 공인 

서명자로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은행에 가서 서명하는 것을 은행은 요구한다.   

공인 서명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여줘야 되며, 만약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은행에 

미리 연락하여 어떤 ID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면 된다.  

다른 질문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의 이메일 claudiakauz.sfo@gmail.com 로 연락하면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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