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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NGO 등록

관련법률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2016
National NGO Policy, 2010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REGULATIONS, 2017

우간다의 NGO법과 등록규정이 최근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다. 새로운 규정 및 기존에 발행한
발간물들이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므로, 최신 규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NGO등록 및 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며 대부분 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한다. 서류가 잘
준비된다면, 평균적으로 1달 정도가 소요된다. 국내 NGO와 외국 NGO(Foreign NGO, INGO)
모두 등록이 필요하며, 등록 및 허가 절차는 동일하다. 단, 수수료 및 준비 서류에 차이가 있다.

이사회에 외국인이 한명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INGO로 간주한다.

7

1. 등록

⒜ 신청서 (양식 A1)), 2명 이상의 설립자가 서명을 해야 함
⒝법
 인증명서 공증본2)

1부. NGO 등록

1) 신청서류

⒞ 기관 정관 또는 규정문서
⒟ 기관의 운영 구조를 보여주는 표 (조직도)

⒡ 기관 활동의 재원 출처
⒢ 최소 2인 이상의 설립자의 신원확인서류 사본
⒣ 기관등록에 대한 회원들의 결의안 (동의서)

2부. 운영 및 활동

⒠ 수수료 납입 영수증

⒤ NGO법 section45와 관련된 문서 (직원 관련된 규정)
⒥ 추천서 (기관의 본부가 위치한 지역의 NGO 모니터링 위원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나 기관)

⒦ 본국에서의 기관설립 인증서 사본
⒧ 우간다에 기관등록을 하겠다는 의결서 사본

3부. 우간다 정보

※ INGO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하다. (NGO Regulation, 17번 조항)

⒨ 본국에서의 추천서 또는 우간다에서의 활동에 대한 신임장
⒩ 우간다 외교부의 추천서

부록

1)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2)	우간다에서는 기관을 법인으로 등록한 이후, NGO로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로 이익을 남기지 않는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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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증명서 발급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증명서가 발급되며, 양식 B3)의 형태로 발급된다. 기관명, 등록번호,
등록일 등이 명기된다. 만약 등록이 거절되면, NGO국에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며, 양식 C4)를 사용한다.

< 등록증명서 예시 - 비전케어5)>

3)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4)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5)	새로 발표된 NGO Regulation, 2017에서는 등록증명서 Form을 ‘Form B’로 제시하고 있다. (예시 사진의 양식 번호가
다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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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주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원이 다 외국인이더라도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INGO로 등록을 합니다. 단체 등록이 어렵지 않다보니, 최근 돈세탁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법인을 만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서, 관리

1부. NGO 등록

우간다 정부는 NGO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만 하지 않는다면 활동에 대한 자율성을 많이

감독이 강화되고, 법인 설립 및 NGO등록 절차가 조금씩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NGO등록 및 허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모든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NGO Board 구성원이 자주 바뀌기도 하고, 위원회 개최가 계속
미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부. 운영 및 활동

서류가 준비된다면 보통 1달 이내에 NGO등록이 완료되지만, 다소 지연 될 수 있다는 점을

2. 허가

1) 제출서류

3부. 우간다 정보

NGO등록과 동시에 허가를 신청한다. 운영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갱신해야한다.6)

(a) 신청서 (양식 D7))
- 기관의 운영목적, 직원, 활동지역, 본부의 주소지 등의 정보를 포함

(b) 수수료 납입 영수증
부록

6)	NGO 규정에서는 NGO 운영의 허가 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현지
변호사의 인터뷰 결과 최초 허가기간은 36개월이며, 이후 갱신 시에는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운영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년도 가능하고, 5년도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7)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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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조건   
(a) 허가된 분야 이외의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된 목적활동만 가능
(b)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양도될 수 없음
(c) 허가된 지역에서만 유효
(d) 활동 지역, 주소지 변경 시 14일 이내에 NGO국(NGO Bureau)에 통지해야함
(e) 기타 NGO국에서 명기한 조건

허가가 완료되면 양식 E8)의 형태로 허가서가 발행된다. 기관명, 목적, 활동지역, 허가일, 만료일이
표기된다.

3) 허가서 변경 신청
기관의 조직구성, 주소, 정관이 변경된 기관은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NGO국에 공문으로
통보한다. 단, 허가서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변화라면, 허가검토를 받고 변경을 할 수 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양식 F9)를 사용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때도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NGO국은 45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절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4) 증명서, 허가서 등의 재발급
문서가 읽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거나 분실한 경우, 대체문서(substitute)발급이 가능하다. 이
문서는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이 역시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며, 양식 G10)를 사용한다.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다.

8)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9)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10)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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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갱신

완료해야 한다.

■ 제출서류

1부. NGO 등록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허가서가 발행되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하다. 만료일 6개월 전에 신청을

(a) 신청서 (양식 H)
(b) 회계감사 사본

(d) 총회 또는 의사결정기구 의사록
(e) 기관의 전략 및 사업계획, 예산
(f) 수수료 납입영수증

2부. 운영 및 활동

(c) 연간보고서 사본

갱신이 승인되면, 기존 허가서의 만료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거절되는 경우 NGO국은 사유를
통보한다.

NGO국이 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통지와 함께 30일 이내에 허가 철회에 대한 반대사유를 문서로

3부. 우간다 정보

6) 허가철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때 철회의 근거와 사유, 관련된 증거를 포함하여 통지하게 된다.
허가철회(폐지)가 확정되면 NGO국은 기관에 즉시 통보하게 되며, 양식 I를 사용한다. 이의가
있다면 조정위원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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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운영허가서
NGO법의 section35에 근거해서 총리가 허가의 예외를 승인할 수 있다. 즉 6개월이 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 임시 운영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양식 J의 형태로 발급된다. 임시허가서를 받은
기관은 임시허가가 만료되기 전까지 정식 등록과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총리의
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고, 받는다고 하더라고 해당 활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지는 않는다.

알아두기
NGO 규정에서는 CBO의 등록 및 허가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BO는 각 지역
(District)의 NGO모니터링 위원회에 등록하고, 관리 감독도 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 지역의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협력관계를 맺고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내
NGO의 경우, CBO과 계약을 맺거나 파트너로서 협력하고자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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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수료

종류

1

The application fees for registration of an indigenous organisation.

100,000

2

The application fees for registration of a foreign organisation.

520,000

3

The application fees for registration of a continental organisation.

260,000

4

The application fees for registration of an regional organisation.

100,000

The application fees for registration of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800,000

Fees for issuance and renewal of a permit of indigenous
6

organisation or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or regional

60,000

organisation every year.

2부. 운영 및 활동

5

(우간다 실링)

1부. NGO 등록

수수료

번호

Fees for issuance and renewal of a permit of continental
7

organisation or foreign organisation or international organisation

400,000

every year.

9
10
11
12

14

Fees for substitut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r permit or any
document in the register.
Fees for a request of certified copy of a certificate or permit or
any document in the register per copy.
The application Fees for registration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The application fees for registration of a self-regulatory
orgnisation.
Fees for filing annual returns of an organisation other than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60,000
60,000
25,000
40,000
60,000
50,000

Fees for filing annual returns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40,000

15

Fees for an inspection report

50,000

16

The application fes for search of the register and search report.

20,000

부록

13

Fees for application to review conditions of a permit

3부. 우간다 정보

8

2부.
NGO 운영 및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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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NGO 운영 및 활동

1. 보고 및 감독
1) 보고서 제출
12개월마다 한 번씩 NGO국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양식 R11)을 사용할 수 있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수수료를 납입해야하며, 아래의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a) 수수료 납입영수증
(b) 회계감사 보고서 사본 (회계법에 따라 공인된 회계사에게 받아야 함)
(c) 기관의 연간보고서 사본
(d) 총회 또는 의사결정기구 의사록

11)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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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 이외에도 NGO국에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최소 12개월에 한 번은
아래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자료들은 기관의 본부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 NGO모니터링

(a) 자금 출처
(b) 자금 내역

1부. NGO 등록

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c) 수입 및 지출 내역

지역 내에서 활동을 하는 기관은 매년 적어도 한 번씩은 지역 기술기획 위원회에 연간예산과

2) 감독(조사)

2부. 운영 및 활동

계획을 제출해야한다.

NGO국은 NGO의 활동 및 기관에 대한 조사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감독관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된다. 감독관은 기관의 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문서 또는 물건을 압수할 수

부지를 중간 결산하도록 NGO국에 권고할 수 있다. 권한을 시행함에 있어서 NGO국에서 발행한
유효한 ID로 신분을 증명해야한다.

3부. 우간다 정보

있으며, 문제 발생 시 관련자의 인터뷰를 시행하고 기록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사무실이나 소유

조사가 완료되면 이에 대한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야하는데, 증명서에는 감독관과 조사를 받은
해당 기관 대표의 서명이 함께 있어야만 한다. 이후 조사내용을 상부에 보고하고, NGO국은
사안에 따라 기관에 경고를 한다거나, 허가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고,

담당부처로 보고서를 발송한다.

부록

블랙리스트에 등록되기도 한다. 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따르기 위해

18 NGO 길라잡이-우간다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NGO는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위해서 양식 U12)를 사용한다. 만약 이의제기 당사자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다면 담당관 앞에서
구두로 진행할 수도 있다.

3) 운영의 임시 중단
기관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 한하여 임시중단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시 중단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연차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임시 중단한
기간만큼 허가서의 만료일은 미뤄진다.

12)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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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정부 협력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문서로 승인을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1부. NGO 등록

등록과 허가절차를 모두 마치고, 기관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NGO모니터링 위원회와 해당 지역

1) MoU체결
지역NGO모니터링 위원회와 지방정부가 NGO의 운영을 승인하면, MoU에 서명을 할 것이다.

(a) MoU의 기간
(b) 각각의 책임과 활동에 있어서의 협력 범위
(c) MoU 검토 과정

2부. 운영 및 활동

MoU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양식 V13)를 활용할 수 있다.

(d) 협상, 협의, 집행조치 등의 법적행위를 포함한 분쟁해결
(e) 양해각서의 이행과 관련되어 보상청구를 하기 위한 권리포기 및 권리 사항
(f) 지적 재산권 조항

(h) 협력활동에 관한 이행계획(시간) 조항
(i) 우간다법의 적용
(j)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 프로토콜

3부. 우간다 정보

(g) 기밀 유지 조항

(k) 종료조항

MoU가 완료되고 적어도 14일 이내에는 사업수행이 시작되어야 한다.
부록

13) 부록 NGO Regulation, 2017 참조

20 NGO 길라잡이-우간다

3. 체류
관련자료
- 우간다 외교부 사이트 https://mia.go.ug
-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 http://uga.mofa.go.kr/korean/af/uga/consul/visa/index.jsp
- https://visas.immigration.go.ug
- KOTRA 국가정보 - 우간다
http://news.kotra.or.kr/user/extra/kotranews/14/nationInfo/nationViewAll/jsp/
LayOutPage.do?cdKey=101148

1) 입국비자
우간다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비자가 필요하며, 황열 예방접종 확인서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하다.
단수비자의 경우, 우간다 공항에서 도착비자로 발급이 가능하다.

EAC 3개국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는 2014년 3월부터 단일관광비자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미화
100달러를 지불해 발급받으면 3개 국가를 90일 동안 자유롭게 여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는
우간다 대사관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은 주로 입국비자를 받거나, 주대한민국케냐대사관에서
동아프리카관광비자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다만 기간 연장을 할 수 없으며, 본 비자로 해당 국가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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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비자종류에 따른 수수료 및 구비서류이다.

구분

수수료

구비서류
- 여권사본 (사진면 및 표지)

Diplomatic

0 USD

1부. NGO 등록

■ Visa For Diplomatic and Official Passport Holders

- 여권사진
-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 외교문서

Official

0 USD

- 여권사진
-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 official visa를 위한 증빙문서

2부. 운영 및 활동

- 여권사본 (사진면 및 표지)

■ Uganda Ordinary/Tourist Visa

수수료

single entry(단수)

50 USD

구비서류
- 여권사본 (사진면)
- 여권사진
-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 여권사본 (사진면)

East Africa Tourist Visa

100 USD

3부. 우간다 정보

구분

- 여권사진
- 여행일정, 왕복항공권
-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 여권사본 (사진면)
- 여권사진

6 month

100 USD

- 범죄경력증명서

12 month

150 USD

-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

24 month

200 USD

- 우간다 2인 이상의 추천장
- 복수입국에 대한 사유가 담긴 공문

부록

Multiple-Entry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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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7월부터 연결된 발권 항공권(Through) 소지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환승 승객으로
인정하지만, 분리된 발권 항공권(Separate) 항공권 소지자는 엔테베 공항 출입국 심사 후,
체크인 수속을 다시 해야 하며, 우간다 비자 발급 수수료 $50을 지불해야한다.14)

2) 입국허가 (Entry permit)
단수 입국비자, 관광 비자를 보유하고, 우간다에서 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관광이나
단순방문 목적 외 취업, 사업 또는 봉사, 선교 등의 목적으로 우간다를 방문하는 경우, 아래
내용과 같이 스페셜 패스(임시 고용 비자)나 노동허가(Work permit) 비자를 받아야 한다. 노동
허가(Work permit)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이 허가번호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동허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우간다 입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우간다에 입국할 때는
입국비자를 별도로 발급 받아야 한다.

■ (공통서류 : 여권사본, 여권사진)

구분

수수료

Class A

정부 및

6, 12, 24, 36 m

외교관련

0 USD

구비서류
- 취업 허가증 양식
- 대사관 레터와 외교부 추천서
- 취업허가증 양식

Class A2
6, 12, 24, 36 m

정부 계약자

150 USD
200 USD

- 기관 공문(추천서)
- 관련정부부처 추천서
- 범죄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

14) http://blog.naver.com/mokbs2/221054108204, 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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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수료

구비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800 USD
Class B
6, 12, 24, 36 m

농업투자자

2,500 USD
4,000 USD
5,000 USD

- 기관 공문(추천서)
- 토지 명의서(Land title)
- 우간다 투자 면허

1부. NGO 등록

- 취업허가증 양식

- 농업부처 추천서
- 지역 리더 추천서(LC 또는 RDC)
- 사업 계획서 및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서

- 취업허가증 양식
- 범죄경력증명서
800 USD
Class C
6, 12, 24, 36 m

채광투자자

- 기관 공문(추천서)

2,500 USD

- 에너지 및 광물 부처에서 발급된 면허증

4,000 USD

- 협회 정관 및 MoU

5,000 USD

- 자원부의 추천서
- 우간다 투자 면허
- 취업허가증 양식
- 범죄경력증명서

3부. 우간다 정보

- 담보물(Security Bond)

2부. 운영 및 활동

- 담보물(Security Bond)

- 기관 공문(추천서)
800 USD
Class D

사업 및

2,500 USD

6, 12, 24, 36 m

무역

5,000 USD
7,500 USD

- 은행거래내역서(Bank Statement)
- 우간다 투자 면허(적용 가능한 경우)
- 협회 정관 및 MoU
- 법인회사 등록증
- 무역 허가증
- 10만 달러 송금 증명서
- 담보물(Security Bond)

부록

- 세금 납부 내역서(Income tax cl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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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수료

800 USD
Class E
6, 12, 24, 36 m

제조업

2,500 USD
4,000 USD
5,000 USD

800 USD
Class F
6, 12, 24, 36 m

전문직

2,500 USD
4,000 USD
5,000 USD

자원봉사,

125 USD

Class G1

NGO

250 USD

6, 12, 24, 36 m

종사자

500 USD

선교사

750 USD

Class G2
6, 12, 24, 36 m

고용인

800 USD

*취업허가를
미리 받은 후에
입국 가능함.

2,500 USD
4,000 USD
5,000 USD

구비서류
- 취업허가증 양식
- 범죄경력증명서
- 기관 공문(추천서)
- 담보물(Security Bond)
- 회사 서류: 정관, MoU, 등록증, 투자
면허증, 법인회사 면허증, 은행 거래
내역서(Bank statement),
- 취업허가증 양식
- 범죄경력증명서
- 소개서(covering letter)
- 자격증, 협회 등록증(예: 의사협회 등)
- 회사 서류
- 담보물(Security bond)
- 취업허가증 양식
- 범죄경력증명서
- 기관 공문(추천서)
- 소개서(covering letter)
- 기관 허가증 사본 (NGO등록증)
- 임명장, 자격증
- 신청서
- 범죄경력증명서
- 학위증명서
- 임명장
- 기관 추천서
- 우간다 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한
증명서
- 우간다 인을 대상으로 한 훈련 기회 투자
서신
- 세금 납부 내역서(Income tax clearance)
- 정관 및 MoU, 무역 면허증, 담보물
(Security bond), 은행 거래 명세서,
법인 회사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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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수료

구비서류
- 임시비자 신청서
- 계약서 사본 첨부

고용
임시비자
(special pass)

허가가

- 자격증
- 왕복 비행기 표

1부. NGO 등록

- 고용주로부터의 추천장 첨부

승인되기
까지 유효

※ Class G 신청자는 노동허가
(Work Permit)가 진행될 때까지는
입국이 가능한 스페셜 패스를 받을 수
2부. 운영 및 활동

있음.

알아두기
우간다 입국 전에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60일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임시비자(special pass)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시 비자는 최대 3개월 동안의 체류를 허가합니다. 다만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 동안 우간다에서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하더라도 유효하지만, 임시

3부. 우간다 정보

기한의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에 현지에서 노동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자는 우간다 국외로 출국할 경우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임시비자를 연장하기도 합니다. 다만 연장 횟수가 최대 3번까지 가능하므로, 가능한 빨리
노동허가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찾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정한 체류허가를 받아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록

입국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하루에 벌금 $100이 부과됩니다. 불법 체류자를 일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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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을 때, 해당 인력의 이력서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간다 정부는 어떤 사람이 우간다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당 업무가 우간다인이 아닌 외국인이 해야만 하는 일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업무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경력, 학력(전공)을 주로
검토합니다. 이력서(CV)는 노동허가(Work Permit) 발급이 거부되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업무 연관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Student Pass
우간다에서 일정기간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로 학교코드, 기관코드가 요구된다.
소득활동이나 자원 활동을 할 수 없다. 동아프리카 커뮤니티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모님이 우간다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의 ID를 제출해야한다. 부모님이 우간다에 계시지 않는
경우, 거주 보호자를 지정하고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우간다에서 처음 학업을 시작하는 경우, 이전학교의 학생증 사본을 제출한다.
대학원 과정의 경우, 이전의 학력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UNCST로 부터의 추천을 받은 연구자는 이를 첨부한다.
student pass에 대한 승인 letter를 받았다고 해서, 우간다 입국을 허가 받은 것은 아니다. 입국
심사 시, 해당 서류를 보여주면 입국심사대에서 최종 발급을 진행한다.

구분

수수료

3개월

25 USD

6개월

50 USD

1년

100 USD

구비서류
- 학생증
- 여권사본(사진면)
- 여권사진
- 학교의 입학허가서 및 support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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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증명
수수료

구비서류

- 장기거주에 해당하는 증빙
-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 거주할 것에

장기거주

대한 증빙

우간다에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1부. NGO 등록

구분

2,500 USD

해당하고, 우간다의 사회-경제적,

- 건강진단서
- 우간다인 2인의 추천서
- 여권사본(사진면)
- 여권사진

2부. 운영 및 활동

- 거주 지역 지방의회 추천서

지적 발전에 기여하는 경우

- 결혼증명서
- 배우자 동의
결혼
500 USD

지속되어야 함

- 건강진단서
- 범죄경력증명서
- 배우자의 여권사본
- 본인 여권사본(사진면)
- 여권사진

3부. 우간다 정보

우간다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하고 적어도 3년 이상 결혼이

- 거주지의 지방의회 추천서

- 여권사본(사진면)
- 여권사진

타국의 시민권을 획득한 우간다인

- 거주지역의 지방의회 추천서
500 USD

- 우간다인 2인의 추천서
- 건강진단서
- 출생증명서
- 범죄경력증명서

부록

전 우간다 시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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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이민국은 2017년 온라인을 통해서 비자, 노동허가(Work Permit), 거주증명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청뿐만 아니라 연장도 가능하다. 관련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나, 아직 사용 사례가 많지 않다. 다만, 온라인을 사용하는 경우, 위에 명기된
수수료의 3%가 증가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E-VISA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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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용

- The Employment Act, 2006
- KOTRA 우간다 국가정보

1부. NGO 등록

관련자료

1) 노동관련법

다양한 노동관련 법에서 노동조건과 고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고용법을 기준으로 아동, 성희롱
등 세부 주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을 가지고 있다.

2부. 운영 및 활동

우간다는 단일법이 아닌 근로계약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보상법 등

관련법은 젠더 및 노동 사회부의 홈페이지15)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법(The Employment Act)은 우간다 내부에서 발생하는 고용에 적용되며, 5명 이내의

3부. 우간다 정보

2) 고용

모든 근로자가 고용자의 가족이거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용 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기회의 평등을 추구해야할 의무를
장관, 노동관, 산업재판소 등의 모든 당사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아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부록

15)	http://www.mglsd.go.ug/content/law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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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의무
모든 고용주는 계약에 기반을 두어, 계약기간동안 해당 업무에 대한 일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다만, 불가항력적이거나 내전 등으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서16)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 근무 시작일 및 계약 기간
- 직위, 업무 수행 장고
- 임금 또는 산출 방식, 지급시기
- 공제금액 및 조건
- 초과 근무 수당의 비율
- 정상 근무 시간
- 연차 일수 및 휴가,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 수급권
- 질병, 상해와 관련한 업무 능력 저하에 관련된 조항, 병가 지금 조항
- 계약 해지를 위한 통지기간

기타 위의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문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고용이 시작된 날로부터
12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고용자는 근로자에게
변경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변동 사항과 관련된 문서는 필요 시 노동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6) 부록에 포함된 근로계약서 예시 참조. ActionAid Uganda 제공

31

알아두기

수도 있지만, 근무 규정을 따른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근무
규정과 계약서의 내용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근무 규정은 고용법에 기반하여 만들어야
합니다.

1부. NGO 등록

근로계약서 만큼 중요한 것이 근무규정(근무 수칙)입니다.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할

많은 근로자들이 고용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고용주에게 불만을 품고
노동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고용법의 내용을

임금
임금은 계약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업무 수준이나 경력 수준에 따라 기관별로 지급한다. 은행 수표,

2부. 운영 및 활동

잘 설명하고, 업무 규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편주문, 우편환 또는 근로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임금을 지불할 수 있다. 수당의 형태로 임금의
일부를 지불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알콜성 음료 또는 유해 약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러나 최소한 3개월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아래 사항에 해당한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 근로자가 근무지에 도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적인 사건의 발생
- 법원에 출두하거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3부. 우간다 정보

근로자는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을 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

- 근로자 가족 구성원의 사망으로 인한 부재 (연 1회 최대 6일)

우간다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1개월의 급여 상당의 보증금을 노동부에
납부해야한다. 고용주가 납부한 보증금은 노동부에서 보관하며, 이 자금은 고용주가 지불하지

임금은 근로자의 작업 장소에서 행해져야 하며, 술을 파는 곳이나 유흥업을 하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근무 장소가 술을 파는 곳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부록

않은 근로자 임금 및 기타 수급권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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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별, 주별, 월별 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완료된 업무의 결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전체 업무기간의 2분의 1이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임금을 지불해야한다.
고용이 종료된다면, 종료된 날로 7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서면 허가 없이 대리인에게 지급될 수 없다.

알아두기
우간다의 최저임금
KOTRA의 국별정보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추이
(단위 : 달러/월)
3.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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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Doing Business database

우간다의 법정 최저임금은 월급여 6,000 실링(USD 2.3)이다. 1984년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았고, 2013년부터 25만 실링(약 USD96)으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에 최저임금법안 제정 계획이다. 통상적으로는 일반 노동자의 경우 약 10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최저임금관련 법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일간지 Daily Monitor의 2017년 6월 기사17)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정부의
위원회에서 월별 136,000 실링을 최저임금으로 권고했다고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너무 낮다는 의견도 다수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우간다 소득세의 과세기준금액인
235,000 실링 보다도 낮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월별 급여가 235,000 실링을 초과할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참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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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컨설팅 업체인 Birches Group과 CHS alliance는 국가별 NGO 직원의 업무별 급여 평균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NGO Local Pay”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부. NGO 등록

NGO 직원들의 직급/직군별 급여 수준 정보 - NGO Local Pay

주로 InsideNGO와 People in Aid 의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약 400여개 NGO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만, 모든 NGO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7년 10월 우간다의
평균 급여 정보도 조사되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다만 본 자료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고,

여러개의 국가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여러 해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격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17년 우간다 보고서에는 총 75개의 NGO가 참여하였으며, 대부분 INGO입니다.

2부. 운영 및 활동

가입을 하고, 설문자료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국가별 자료는 $800~900 에 제공되며,

홈페이지 : https://www.ngolocalpay.net
3부. 우간다 정보
부록

17)	http://www.monitor.co.ug/News/National/Government-sets-Shs130000-minimum-wage/6883343952236-dtv5xs/index.html

34 NGO 길라잡이-우간다

공제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 가능한 공제는 아래와 같다.
- 법에 의해 가입되거나 기부되어야 하는 금액 또는 세금, 이자
- 근로자가 서면동의를 한 경우, 연금 기금 또는 계획된 기여금에 대한 공제
-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하에 제공한 편의에 대한 요금 공제
- 노동조합 회비
그러나 허용된 공제라 할지라도 공제 기간에 지급된 총 보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고용주는 업무를 위해 필요한 보호 장비 및 도구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알아두기
급여에서 공제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우간다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이나
세금 외에는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전자제품 대리점에서 핸드폰과 같은 작은 전자제품이
없어지면,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적절치 않습니다. 계약서에
이를 명기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고용주는 임금을 지불할 때,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 및 언어로 작성된 서면 급여명세서를
지급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에는 급여기간에 대한 공제금액 및 사유, 순임금을 표기하여야 한다.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세부 내용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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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하루 법정 근무시간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하루

되어있는 경우, 주간 휴일을 보장받으며, 이 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할 수
없다.

1부. NGO 등록

종일 휴식하지 않으면서 6일 이상을 일해서는 안 된다. 1주일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고용계약이

만약 교대근무를 한다면, 1주일에 48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에 10시간을 초과하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지만, 3주 동안의 평균 근로 시간이 1일 10시간 또는 주당 56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제공해야 한다.

2부. 운영 및 활동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일 최소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초과근무수당
주당 4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여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정상근무보다

연휴/공휴일

3부. 우간다 정보

1.5배, 공휴일에는 2배를 지급한다.

근로자는 4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해 7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공휴일에 근무하고
대체휴가를 받는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급여의 2배
이상의 초과수당을 받거나, 유급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주어진다. (연차 기간 동안 아픈 경우 병가로 인정되지 않음)

부록

우간다의 국가 공휴일은 연간 13일이며 6개월 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21일의 연간 유급 휴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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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의 공휴일- 2017년 기준>
●

1월 1일: New Year’s Day(신년)

●

1월 26일: National Resistance Movement Liberation Day

●

3월 8일: Women’s Day(여성의 날)

●

4월 14일: Good Friday

●

4월 17일: Easter Monday

●

5월 1일: Workers Day(노동절)

●

6월 3일: Martyr’s Day(순교자의 날)

●

6월 9일: National Hero’s Day(영웅의 날)

●

10월 9일: Independence Day(독립 기념일)

●

12월 25일: Christmas(성탄절)

●

12월 26일: Boxing Day

●

회교 휴일(해마다 변경): Idd-El-Fitri, Id Adhuda

병가
1개월 이상 근무를 한 근로자는 병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다. 근로자는 병가 첫 달에 대한 임금 및
복지혜택을 모두 받을 권리가 있다. 2개월이 지나도 직원의 병이 계속되면, 고용주는 고용 종료
시까지 고용 계약의 조항을 준수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출산휴가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60일(working day 기준)의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출산휴가는 자녀의 출산이나 유산 모두 해당한다. 또한 출산 직전에 일했던 직장 또는 적합한 대체
직장에 복귀할 권리를 가진다.

임신 또는 분만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하여 산모 또는 아기에게 영향을 미쳐서 산모의 직장 복귀가
당장 불가능한 경우, 8주간의 추가 기간이 주어질 수 있다. 만약 고용주가 요청한다면, 자격을 갖춘
조산사 또는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남성 근로자의 경우, 아내의 출산 또는 육아로 인하여 연간 4일의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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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노동
12세 미만의 아동은 어떠한 분야의 사업에도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제외하고는 고용이 불가하다. 만약 근로감독관에 의하여, 해당 업무가 위에 해당하는 가벼운
업무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지속 고용은 금지된다. 또한 아동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부. NGO 등록

18세 이상의 성인의 감독 하에 수행되는 가벼운 업무(해당 아동의 교육에 영향을 주지 않는)를

7시 사이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직원의 사망

받을 자격이 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망하거나, 직장으로 가는 중에 사망한다면, 고용주는 지방
노동 사무관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매장 예정지로 직원의 신체를 운송해야한다.

2부. 운영 및 활동

계약기간동안 사망하는 직원의 경우,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해당 직원의 임금 및 기타 보수를

3) 징계 및 계약의 해지

근로자의 업무 태만, 업무 실패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경고/견책/업무 정지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6개월을 기준으로 15일 이상의 업무 중단이 가해져서는 안

3부. 우간다 정보

징계

된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 사유가 되는 사건이 발행한 지 15일 이내에 징계 처벌을
완료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징계 조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절반의 임금은 제공해야 한다. 직무 정지 기간은 4주를 초과하지 않으며, 이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해야한다. 근로자는 직무정지를 당한 후 4주 이내에 노동 감독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제기 할 수 있다. 노동 감독관은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 과정에서 근무처가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과 상의하고, 중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부록

해고의 사유가 될 만한 사건의 발생 시, 고용주는 직원의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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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노동관이 징계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최초의 징계가 철회되고, 사용자가 정지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절반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알아두기 - 인터뷰 사례
Q: 직원 중 한명이 돈을 훔쳤다는 소문이 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당사자에게는 2주간의 휴가를 주고, 휴가기간 동안은 절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조사는 신속해야하며,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당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 때, 이 위원회에
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합니다. 또한 당사자가 해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합니다.
위원회에는 인사담당 직원, 기관의 매니저, 시니어 매니저, 기관의 변호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별도의 서기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행위를 인정하면, 해고 통지를 합니다.
또는 당사자가 사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상위기관 (INGO의 경우 권역 사무소, 본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합니다. 법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간다의 Labour office의 권한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이 절차에 맞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가 되면, ‘마지막달 월급은 회사가 부여했던 과업을 완료하고, 컴퓨터와 같은 회사가
제공한 물품들을 반납하면 지급하겠다’는 기록을 하고, 해당 조건이 수행되었을 때 남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조사결과 혐의가 없다면, 2주간의 휴가동안 지급되지 않았던 절반의 급여를 지급하고,
다시 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과정 중에서 당사자가 계속 위원회에 늦거나, 참석하지 않아서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구두 경고, 서면 경고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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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성과가 낮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업무세부내역(Job Description) 작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업무 성과가 지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며, 3개월, 6개월, 1년 기준으로 꾸준하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근무

1부. NGO 등록

업무 성과로 해고를 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계약 시의

하는 동안 근로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숙련된 직원이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부. 운영 및 활동

그리고 첫 계약부터 장기 근로계약(5년)을 하기보다는 단기 계약(1년)을 하고, 업무 성과를

계약의 해지
고용주가 통지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정한 기간 내에 업무가 완료되고 만료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의 해지가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가 정상적인 퇴직

계약의 종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고용법 69조에 따른 즉결 해고 및 근로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지 없이

3부. 우간다 정보

연령에 도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고용주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용역

고용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고용자는 해고 시 근로자에게 명백한 해고의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고용주는 믿을만한 1명을 증인 자격으로 참관시킬 수 있다.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식과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름과 주소

- 고용기간
- 해고 이전에 근로자의 업무 성과 (업무역량)
- 계약 종료일에 지불할 임금
- (직원이 요청한 경우) 직원의 고용종료 이유

부록

- 고용주의 사업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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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는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 고용된 경우 : 계약 해지일로부터 2주 전 통지
- 근로자가 12개월 이상 5년 미만 고용된 경우 : 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상 이전에 통지
- 근로자가 5년 이상 10년 미만 고용된 경우 : 계약 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 이전에 통지
-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 계약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상 이전에 통지
통지 후, 계약이 만료되기 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근로자는 적어도 주당 반나절을 쉴
수 있다.
근로자가 해고 사유에 불만이 있을 경우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고사유가 현장에서 포착된 경우는 즉시 해고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부당함을 느낄 시
해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노동청에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지
고용주가 경제적, 기술적, 구조적인 이유로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해고해야하는 경우, 해당 사업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대표에게 최소 4주
전에 관련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구조조정/사업의 종료의 사유 및 이로 인해 영향 받는
근로자의 수 및 영향의 범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퇴직금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아래 사항에 해당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고용인이 부당하게 해고한 근로자
- 직원의 업무 중 사망 (자신의 고의적인 비행으로 야기된 결과 제외)
- 직원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계약 해지 (자신의 고의적인 비행으로 야기된 결과 제외)
- 고용주의 사망 또는 도산으로 인한 계약 해지
-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고의로 지불하지 않아서, 노동 감독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41

다음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합당한 사유로 근로자가 즉결 해고되는 경우

근로자가 그것을 거부하는 경우
-고
 용주에게 고지하지 않고 3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1부. NGO 등록

-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같은 고용주에게 동일한 기간과 임금 조건으로 재취업 제의를 받았는데,

- 고용주가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파트너십의 해체로 인하여 고용주의 고용이
중단되었을 때, 파트너 기관 중 한곳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취업제의를 했으나, 그 제의를
합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받았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종결된 계약이 수습 계약이었을 경우

2부. 운영 및 활동

- 고용주가 사망하고, 고용주의 대리인, 유가족, 상속자에 의해 동일한 조건의 취업제의를

퇴직금은 고용주와 노동자 또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간에 협상이 가능하다. 퇴직금은
고용종료일 또는 업무 중지일 중 더 이른 시점에 지급해야 한다. 사망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노동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 다른 친척에게 지급한다.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이며, 발견 시, 퇴직금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3부. 우간다 정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 사망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사회보장기금(NSSF)
우간다는 법적으로 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비 거주
고용인을 제외한 16~55세의 고용인이 가입대상이다. 고용인이 10%, 피고용인이 5%를 부담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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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제도18)
1) 개요
우간다의 세금은 경찰청장이 수장으로 있는 우간다 국세청(Uganda Revenue Authority)이
징수한다. 세금의 부과 및 세금 징수관련 세법 등 아래의 항목과 관련해서는 우간다 내 세금부서와
세관이 담당하고 있다.
Customs Tariff Act, Cap. 337;
East African Customs Management Act;
East African Excise Management Act;
Excise Tariff Act, Cap. 338;
Income Tax Act, Cap. 340;
Stamps Act, Cap. 342;
Traffic and Road Safety Act, Cap. 361;
Value Added Tax Act, Cap. 349;
Finance Acts (Various);
Gaming and Pool Betting (Control and Taxation) Act, Cap.292;

2) 소득세
우간다에서 소득세는 주로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과 단체에게 적용이 된다. 우간다 거주자에게는
전 세계에서의 소득에 대해 징수되나, 비거주자는 우간다 국내에서의 소득을 근거해 징수된다.
소득세는 크게 3종류로 분류되며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의
세금부과는 자체평가방식(self assessed) 이다. 이 시스템은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여 납부를 하여, 그 후 관세청에서 자진납세자의 자료가 접수되면 감사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18) KOTRA 국별 정보 -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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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개인 소득세율은 개인이 속한 소득계층에 따른다. 우간다 거주민 연간소득 282만
실링까지 소득세 면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위의 소득계층은 소득에 따라 10%~30%의

한다.

1부. NGO 등록

세율을 적용 받는다. 1억 2,000만 실링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개인은 10%를 추가적으로 더 내야

<우간다의 사업소득 세율>
손익보고
(CHARGEABLE INCOME, CY)

세율
거주자

비거주자

0 ~ 282만

-

CY×10%

282만 ~ 402만

(CY-2,820,000)×10%

CY×10%

(CY-

(CY-

4,020,000)×20%+(120,000)

4,020,000)×20%+(402,000)

(CY-

(CY-

4,920,000)×30%+(300,000)

4,920,000)×30%+(582,000)

402만 ~ 492만

492만 1억 2,000만

4,920,000)×30%+(300,000)]

[(CY4,920,000)×30%+(582,000)]
+[(CY-120,000,000)×10%]

+[(CY-120,000,000)×10%]

3부. 우간다 정보

1억 2,000만 초과

[(CY-

2부. 운영 및 활동

우간다 실링 (UGX, 연단위)

자료원 : Doing Business in Uganda, Taxation in Uganda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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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세율
고용주는 고용인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다. 월 PAYE(Pay As You Earn) 세율은 다음과 같다.

<우간다의 근로소득 세율>
손익보고
(CHARGEABLE INCOME, CY)

세율

우간다 실링 (UGX, 월단위)

거주자

비거주자

0 ~ 23만 5,000

-

CY×10%

23만 5,000 ~ 33만 5,000

(CY-235,000)×10%

CY×10%

33만 5,000 ~ 41만

(CY-335,000)×20%+(10,000)

(CY-335,000)×20%+(33,500)

41만 ~ 100만

(CY-410,000)×30%+(25,000)

(CY-410,000)×30%+(48,500)

100만 초과

[(CY-410,000)×30%+(25,000)] [(CY-410,000)×30%+(48,500)]
+[(CY-10,000,000)×10%]

+[(CY-10,000,000)×10%]

자료원 : Doing Business in Uganda, Taxation in Uganda

회사의 소득세율
회사의 소득세율을 과세대상소득의 30%이다. 비거주자 회사의 경우 송환된 지점수익의 15%가
추가적으로 과세된다.

소규모 사업의 세율
거주자 기준 연간 매출 500만 우간다실링 이하 사업의 추정상 세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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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매출별 세금>
세금(확정)

500만 미만

-

500만 ~ 2,000만

10만

2,000만 ~ 3,000만

25만 이하 또는 총 매출의 1%

3,000만 ~ 4,000만

35만 이하 또는 총 매출의 1%

4,000만 ~ 5,000만

45만 이하 또는 총 매출의 1%

1부. NGO 등록

연간 총 매출(우간다 실링)

자료원 : Doing Business in Uganda, Taxation in Uganda

개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의 책정은 개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과 별도로 부과된다.
임대소득의 세금은 판공비 20%와 2,820,000실링 이하 면세 기준 값을 제외한 후 20%의 세율을

2부. 운영 및 활동

개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매긴다.

원천과세의 징수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고 있다. 또한, 세금의 수취인은
세금이 원천 징수된 세액에서 지급받아야 할 사람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세율은 Double
Taxation Agreement에 근거하며, 원천과세로 세액이 공제되거나 완납될 수 있다.

3부. 우간다 정보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원천과세 납부

<지불유형별 원천과세 납부>
거주자

비거주자

관리, 기술 또는 전문적인 요금

6%

15%

배당금

10% 또는 15%

15%

렌터

임대료

15%

이자

15% 또는 20%

15%

사용료

재산소득

15%

부록

지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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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유형

거주자

비거주자

자연자원 지불

재산소득

15%

연금

재산소득

15%

선박 경영자/용선자

기업소득

2%

항공 경영자/용선자

기업소득

2%

도로 수송 운영자 (화물)

기업소득

2%

전기 / TV / 인터넷 서비스

기업소득

5%

수입(상품)

6%

5%

정부 또는 지정된 WHT 대리점에 공급

6%

6% 또는 15%

자료원 : Doing Business in Uganda, Taxation in Uganda

소득세 보고의무
개인, 회사, 파트너십, 제단의 최종 연간 매출액은 한 해가 끝나고 6개월 내로 접수된다. 회사의
임시 연간 매출액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개월간 보관되며, 개인은 3개월간 보관된다. 해당
년이 끝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원천과세 신고서(PAYE 신고서 포함)는 다음
원천징수가 되는 달의 15일까지 보관된다.

3) 부가가치세(VAT)
VAT는 세금 청구가 가능한 사업자 만든 물건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으로서 18%의 세율이
적용된다. VAT청구가 가능한 기준은 연간 수입 5,000만 우간다실링 혹은 3개월간 1,250만
우간다실링 이상이다. 몇 거래들은 VAT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는 VAT가 면제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이다. VAT가 0% 적용되는 품목들은 zero-related supplies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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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회계
VAT는 공급횟수에 따라 지불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하에서 제화와 서비스의 공급이전에 다음과

-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 제화의 인도

1부. NGO 등록

같은 일들이 앞서 발생한다.

- 서비스의 제공
- 제화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가공됨
- 제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액 지급됨

제기하여 차액만큼 세무당국에 지불하거나 현금으로 환급받도록 한다.

VAT 보고의 의무

2부. 운영 및 활동

- 위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매입세액과 매출세액 차액을 지급액에 차이가 난다면 민원을

모든 과세 대상자는 세금 기간(월)동안의 수익을 해당 기간의 말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소비세는 명시된 수입품(서비스포함) 혹은 현지 생산된(locally manufactured) 제화와 서비스에

3부. 우간다 정보

4) 소비세

부과되며 소비세는 근본적으로 고가의 사치품에 매겨지는 경우가 많다. 세율의 적용은 특정
세율이 있거나 종과세(과세물건의 가격에 따라 부과)에 기준 한다. 세금은 수입가격에 따라 부과될
경우, 현지 생산된 제품은 exfactory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현지 생산된 수출품의 경우

상품이 전달된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접수해야 한다.

부록

소비세는 면제된다. 소비세의 대상이 되는 제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 월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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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세
인지세는 인지조례에 근거해 징수되며, 이 세금은 권리나 채무 등의 창설, 이전, 제한, 연장, 소멸,
등을 기록한 서류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세법에 적용되는 문서는 현재 약 66여종으로,
인지조례 세율표에 명시되어있다. 적용 가능한 세율은 고정세율 혹은 종가세 기준이다. 인지세는
주로 다음과 같은 서류에 적용된다.
- 진술서
- 협의 또는 양해각서
- 회사규약, 단체규약(0.5%)
- 통고, 보험증서, 위임장, 약속어음, 담보증권(0.5%), 차입 증명서(0.5%)
- 부동산의 이전(1%)

6) 관세
이 세금은 세관에서 수입되는 물품(수입관세)이나 수출되는 물품(수입관세)에 부과되며,
우간다지역 전체의 관세법은 동아프리카공동체관세운영법 2004(EACCMA)를 기본 법률체계로
하고 있다. 동아프리카공동체 간의 관세동맹은 회원국 간의 국제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르완다 그리고 브룬디가 관세동맹의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있다. 이들은 하나의 관세징수구와 무역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더 큰 규모의 시장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이와 같은 사항에
동의하였다.

회원국 간의 무역을 저해할 수 있는 내부관세의 철폐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서 하나의 시장과
하나의 투자지역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점과 관련하여 동일 관세징수구의 주민이 생산한 상품의
이동에 관세나 할당이 없다. 회원국 간 또는 다른 국가 간의 무역정책과 관련해 조화로운 정책을
펼치도록 한다. 수입관세는 비회원국에서 수입된 상품에 부과되며 대외공통관세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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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다.
- 선화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위탁구매견적 인보이스
- 상업송장

1부. NGO 등록

- 보험증명서

- 생산지 증명서
- 수입제한상품의 허가서
- 구매승인서

- 무역 매매계약서
- 기타 부수적인 서류

2부. 운영 및 활동

- 포장명세서

7) NGO의 세금 감면

특정한 항목에 대한 면세 및 절차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과 심사에 기반을 둔
것이다. 기관의 활동이 우간다 국민들의 삶에 필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총리실에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3부. 우간다 정보

총리실에서 허가를 받아서 면세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VAT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차량 면세도 이에 해당된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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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긴급구호에 필요한 물품 등의 관세는 대부분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정이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URA의 면세부서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Prime Minister Office에서
면세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외교 차량의 경우, Blue 번호판을 사용하고, 100% 면세가 되고, 국제기구 및 NGO는 Red
번호판을 사용하고 70%의 면세가 됩니다. 단 면세 차량을 되팔 때 보고를 해야 하며, 해당
차량의 구입자가 면세 혜택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의 가격이 많이 하락합니다.
차를 되팔 것이라면, 굳이 면세 혜택을 받지 않기도 합니다.
첫 번째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본국에서 사용하던 차를 중고차로
가져오면 이삿짐으로 간주되어 면세적용이 됩니다.

3부.
우간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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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  우간다 정보

-주
 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 http://uga.mofa.go.kr/korean/af/uga/information/overview/
index.jsp
- KOTRA 우간다 국가정보

<출처 : 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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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1부. NGO 등록

1) 국가개요19)

가. 일반사항
우간다 국기

우간다 공화국(Republic of Uganda)

•위치

적도에 위치한 아프리카 중동부의 내륙국
접경국: 케냐,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탄자니아

•면적

24만 1,038㎢(한반도와 비슷한 면적)

•수도

캄팔라(Kampala) - 해발고도: 약 1,200m

•인구

4, 170만 명

2부. 운영 및 활동

•국가명

평균수명: 55.4세
인구성장률: 3.22%(세계 5위)
•주요도시

Kampala(수도, 163만 명), Gulu(27만 명), Lira(23만 명),
Jinja(주요 수력발전시설 소재, 10만 명), Entebe(국제공항 위치, 4만

3부. 우간다 정보

출산율: 4.34%(2016년 기준, 세계 3위)

3,000명)
20)
•민족구성

바간다(16.9%), 바냐콜(9.5%), 바소가(8.4%), 바키가(6.9%),
이테소(6.4%), 랑기(6.1%), 아콜리(4.7%), 바기수(4.6%),
루그바라(4.2%), 부뇨로(2.7%), 기타(29.6%) 등 34개 부족
영어(공용어), 스와힐리어(2005년 9월부터 공용어),
루간다어(바간다족 언어)

19)	KOTRA 국가정보의 국가개요 부분 인용

부록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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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개신교(42%), 카톨릭(41.9%), 이슬람(12.1%), 기타(14%)

•건국일

10월 9일(1962년 10월 9일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 (임기 5년)

•국가원수

대통령: Yoweri Museveni(1986년 쿠데타 성공 이후 장기집권)
부통령: Edward Ssekandi(2011년 5월)
총리: Ruhakana Rugunda(2014년 9월)

•입법부

다당제(총 445 석)

•정당

의회구성: 단원제, 총 445석, 임기 5년(직접선출 290, 여성대표 112,
비례·직능대표 25, 당연직위원 18)

•외교노선

비동맹 중립 노선(실질은 대서방 실리외교 추구)
자료원 : EIU 국가보고서 2017년 6월, The world Factbook

20) 주우간다 대한민국 대사관 자료 인용
가. 부간다

•캄팔라를 중심으로 우간다 총 영토의 1/4, 인구의 17%를 차지함.
•영국

나. 바냔콜레

다. 바소가
라. 바기수
마. 토로

식민시대 당시 신탁통치의 모범적인 예로 불릴 만큼 우간다의 각 지역에서 행정, 사법 등의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함.
•우간다 서부에 위치하며, 인구 200만 명을 차지하고 있어 두 번째로 큰 부족임.
•크게 두 개의 신분으로 나누어지며, 목축인으로 이루어진 고위 카스트, 농부들로 이루어진 하위 카스트가
있음.
•나일강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음.
•대부분의 인구는 농부로 농작물 재배와 가축을 키우고 있음.
•동부의 음발레를 중심으로 케냐 국경의 엘곤산에 분포하는 족임.
•높은 인구밀도를 바탕으로, 주로 경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함.
•토로 왕국은 우간다 서부 알버트 호수 남부, 르웬조리 산 주변을 중심으로 발전함.
•현재 23세의 어린왕 King Oyo가 2010년 즉위식 이후 13번째 왕위를 계승하여 왕국을 통치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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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지표 (2017년)
262억 달러

실질경제성장율

3.8%

1인당 GDP

2,034달러(ppp)

실업률

9.4%(추정치)

물가상승률

6.3%

화폐단위

Uganda Shilling(USh)

환율

US$ 1 = USH 3,663(평균환율)

외채

72억 200만 달러

외환보유고

30억 6,900만 달러(2016년 6월 기준)

산업구조

농업(25.3%), 산업(20.9%), 서비스(53.8%)

교역구조

수출: 29억 6,900만 달러 / 수입: 45억 4,7000만 달러

주요 수입품: 기계장비, 차량 및 부품, 화학제품, 석유제품

3부. 우간다 정보

주요 수출품: 커피, 어류, 면화, 차

2부. 운영 및 활동

주요교역품

1부. NGO 등록

GDP

자료원 : EIU 국가보고서 2017년 6월, The world Factbook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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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우간다 관계

의료협력협정(1986년 11월)
체결협정

EDCF지원-전화확충망 사업(1992년 3월 750만 달러 규모)
무상원조기본협정 체결(2012년 11월)
한-우간다 정상회담, 국방협력 포함 총 19건의 MoU 체결(2016년 5월)

교역규모

교역품

수출: 1,700만 달러(15% 감소) / 수입: 800만 달러(38.5% 감소)
※ 2016년 기준

수출: 의약품, 인조섬유, 건설 중장비, 발전기, 타이어, 승용차 등
수입: 연초, 동물성한약재, 커피 등

1998년: 총 2건, 28만 달러
2011년: 총 3건, 80만 달러
투자교류
(한국은행 신고기준)

2012년: 총 4건, 225만 달러
2013년: 총 3건, 123만 달러
2014년: 총 3건, 64만 달러
2015년: 총 3건, 8만 달러
2016년: 총 7건, 164만 달러

교민

약 400명
자료원 : 관세청 무역통계. 한국수출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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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치사회 동향
1부. NGO 등록

가. 정치동향

약사

1894.

영국, Buganda에 자치권을 부여하고 기독교인 족장에 의한 입헌군주제로
전환

1902.

우간다 동부지역이 케냐로 분리

1921.

우간다 입법기관 설치. 그러나 1945년까지 우간다인 참여 불가

1962.10. 9

영국으로부터 독립

1963. 10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왔던 남·북 지역 간의 화해를 위해 남부 Buganda왕

2부. 운영 및 활동

1900.

영국, 빅토리아 호수 및 인도양 중간의 영토를 보호령으로 통치

Mutesa을 초대대통령으로, 북부인인 Obote를 총리로 하는 초대 정부 출범
Obote, Mutesa 대통령을 축출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여 우간다 내 모든

1966.

왕국 폐지.

1966~1971.

Obote 집권

1971~1979.

Idi Amin이 군사 쿠테타를 일으켜 Obote를 축출하고 집권
당시 제조업과 무역 분야 등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6만 명에 달하는

1972.

3부. 우간다 정보

Mutesa 영국으로 망명

아시아계(주로 인도계)을 추방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대중적으로는 인기를
얻었으나 이로 인해 경제는 극심한 파탄상태에 빠짐

1979.
1979~1980.

탄자니아군과 합세한 우간다 게릴라군에 의해 Idi Amin 축출
Yusuf Lule, Godfrey Binaisa, Paulo Muwanga가 연달아 대통령에
임명되었으나, 단기간에 그침
(NRA:National Resistance Army) 및 이를 지원하는 그룹들을 무자비하게
탄압

1980~1985.

결국 Obote 정권은 Tito Okello가 이끈 군사쿠데타에 의해 전복

부록

Obote가 전국적 선거를 통해 재집권. Museveni가 조직한 국가저항군
1980~1985.

58 NGO 길라잡이-우간다

Museveni가 이끄는 NRA(National Resistance Army)가 격렬한 내전
끝에 권력을 장악했으며, NRM(National Resistance Movement) 의장인
Museveni가 대통령으로 취임
- NRA의 정치조직인 NRM은 지방 및 전국 단위의 회의체(council)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도자들은 대중(grass-roots)에 의해 당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선출되며, 2005년 개정헌법에 의해 다당제가 도입되자
1986. 1

정당조직으로 변모
※ M useveni 집권 이후 북부 지역에서 신의 저항군(LRA: Lord‘s
Resistance Army)이 반정부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정부군과 LRA간의
내전으로 현재까지 200여 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고 수 만 명이 사망
- LRA는 특히 아동들을 납치하여 소년병, 성노예로 사용하는 등 악명이
높아, 2005.10.국제사법재판소(ICC)가 반군 지도자 4인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

1996. 5
1996. 5

Museveni, 우간다 전통왕국을 부활시키나 정치적 개입은 금지
집권 10년 이후 최초의 대선에서 Museveni가 76%의 지지를 획득하여
대통령에 당선
1986년부터 금지된 다당제(multi-party system) 금지 여부와 NRM의

2000.

대중(grass roots) 민주주의 지속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 국민의
91%가 NRM시스템을 지지하였으나 투표율이 51%로 저조하여 야당 측은
도덕적 승리를 주장

2001. 1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간 공용 여권 및 국기, 경제·금융통합 논의 시작
우간다, 2000년 전 동맹국인 르완다가 콩고 내전에 가담한 것을 두고
적대국(hostilenation)으로 지정 Kizza Besigye가 NRM으로부터 이탈하여
대선에 출마하였으나, Museveni가 69%의 지지를 확보하여 대통령에 재선
- Besigye(28% 득표)는 부정선거 주장하며, 대법원에 제소하였으나 3-2로

2001. 3

패소하고 결국 집권층의 정치적 탄압으로 남아공으로 망명 여성지역구
의원제(Woman District Representative)가 신설 됨.
- 일반 지역구(constituency) 보다 넓은 지역을 관할하며, 유엔 새천년개발목표
중 하나인 ‘양성평등과 여성 세력화’의 일환으로 추진
※ 우간다 정부는 매년 district 수를 늘리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여성
의원의 수도 수직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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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eveni 대통령은 정당활동 허용 및 다당제 복귀, 3선제한 폐지
2003. 1

등을 포함한 헌법개정안을 제안하였으나, 야당 및 원조 공여국들로부터

2003. 5
2004.
2005. 7
2005. 10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동부로부터 남은 군대 철수. 수 만 명의 콩고 난민이
우간다로 이주
LRA의 민간인 학살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가운데, LRA-정부 간 첫 번째
직접 협상이 이뤄졌으나 구체적 합의 없이 결렬됨
다당제 복귀, 대통령 3선 제한을 폐지하는 헌법 개정안 통과
2004.7.부터 LRA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조사가

회부되어 테러리즘 및 불법무기 소지혐의로 수감되었으나 2006. 1.
보석으로 석방

2006. 2
2006. 8
2007. 3

Museveni 대통령이 3선(59% 득표, 야당 Besigye 후보는 37% 득표)에
성공하고, 여당 NRM이 국회에서 2/3 이상 의석 확보
정부와 LRA간의 적대행위 종식협정(cessation of hostility) 체결
우간다, 소말리아 안정화를 위해 아프리카 연합(AU: African Union)의

Juba에서 개최된 평화협상이 마무리되었으나, LRA 지도자인 Kony가 ICC의
체포영장 철회를 주장하며 평화협정 서명을 지연시킴.
※ 당초 양측은 ’08.2월말 반군지도자 재판을 위해 우간다 대법원 내에

3부. 우간다 정보

일원으로 평화유지군 파병
2월말 정부와 LRA와 정전(ceasefire) 협정이 체결되고, 3월에는 수단

2008. 2

2부. 운영 및 활동

시작되어,2005.10. Joseph Kony 등 반군지도자 4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야당 대표인 Kizza Besigye, 망명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하자마자, 군사재판에

2005. 11

1부. NGO 등록

영구집권을 위한 계획으로 비난 받음

특별법정을 만들기로 합의하였으나, ICC측은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며
체포영장을 철회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
- 우 간다 정부는 Kony가 평화협정에 서명하고 우간다 국내법정의
재판관할권을 수용 시 ICC의 체포영장 철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나,
Kony는 체포영장 철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
공화국(Central African Republic)으로 이동하였으며, Kony는 4.15.로
예정된 평화협정 서명식에 나타나지 않음.

부록

Kony 및 LRA 병력이 근거지인 민주콩고(DRC)를 떠나 중앙아프리카
200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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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y는 정부와의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으며, LRA는
2008. 6

남부수단 지역을 습격하여 23인의 양민을 살해
- 또 한, 600여명으로 줄어든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 DRC 및 남부
수단으로부터 1,000여 명의 양민을 납치하여 훈련 중이라고 보도됨.

2008. 11

우간다, 남부수단, DR콩고는 LRA에 대한 공동작전 전개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서 경찰과 Buganda족의 왕을 추종하는 세력 간 폭력
시위가 발생하여 최소 15명이 사망하고 600여명이 경찰에 구금되는 사태

2009. 9

발생
- 일부 야당 세력이 우간다 중앙 정부와 주종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Buganda족 내부 조직에 잠입하여 활동. 이로 인해 최근 중앙 정부와
Buganda족 간의 주종 관계 악화

2009. 10

소말리아 근본주의 그룹, 소말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우간다·부룬디
평화유지군에 의한 민간인 사망을 두고 보복 위협
Gilbert Bukenya 부통령, Sam Kutesa 외교부 장관 및 타 부처장관들과

2010. 6

함께 2007년 캄팔라에서 개최된 영연방정상회의(CHOGM) 당시 차량제공
명목으로 책정된 90억 실링에 대한 부정행위 혐의로 기소됨
소말리아 이슬람 테러단체인 Al Shabab, 캄팔라 시내에 위치한

2010. 8

레스토랑에서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민간인에 대해 폭탄 테러를
자행해 최소 74명 사망

2010. 10

헌법 재판소, Besigye 야당대표의 반역죄(treason) 혐의 각하 나이로비에서
캄팔라행 버스에 대한 폭탄 테러로 세 명이 사망
Museveni 대통령, 야당과 여당 지지자들의 충돌 속에 치러진 대선에서

2011. 2

압승, 4선에 성공 (Museveni 68%, Besigye 26% 득표).Besigye 후보 측,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
야당주도로 생필품 물가고와 정부의 무능함에 항의하는 군중들의

2011. 4

시위(Walk-to-Work 가두행진)이 벌어지고, 이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Besigye가 총상을 입는 등 사상자 발생. 대규모 군중시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함.

2011. 7
2012. 1
2012. 11

미국, LRA 소탕을 위해 100명의 군사고문단 파견
독립 50주년 기념일(10월 9일) Museveni 대통령, 향후 50년 내 우간다의
선진국 진입 비전 2025 발표
제 1야당 FDC의 창당자 Besigye의 임기만료로 새로운 당대표 Muntu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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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

잇따른 정부 내 부정부패 사건(총리실 원조예산 횡령사건/ 연금횡령사건/
GAVI 펀드 유용, 횡령 사건)으로 국제사회 및 주재국 내 정부 신뢰도 하락
2040년까지 우간다 경제를 일인당 국민소득 9,500불 수준으로 향상시켜
중상위권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계획

2013. 5
2013. 11

신문사를 정부가 일시적으로 폐쇄
캄팔라 의회는 야당 민주당 대표 Erias Lukwago를 무능력과 사무실 남용
혐의로 축출, 민주당은 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를 축출한 정부를 비판
의회는 종신형을 포함한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반 게이 법안을
통과시킴.
Museveni 대통령은 반 게이 법안에 서명하고, 전 세계로부터 비난을 받음.

2014. 2

월드뱅크는 우간다에 대한 9,000만 달러의 대출을 연기하고, 미국은 제재를
부과함.

2014. 7
2014. 9

서부 Rwenzori 지역에서 군대와 반군 세력의 충돌로 거의 100명의
사상자를 냄.
Museveni 대통령이 총리 Amama Mbabazi를 해고
복귀함.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1,000명 이상의 반군 M23 전직 전투요원의
본국 송환을 결정하자 망명 신청

2015. 1
2015. 1
2016. 2
2016. 5

2016. 11

Ongwen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 출두하는 첫 멤버가 됨.
우간다 정부군이 국내 안보를 이유로 남수단 철수를 결정
Museveni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
가운데 대선에서 59.6%의 득표로 5선에 성공
미국 대표단이 Museveni 대통령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비판을 담은
취임식 연설에 항의하며 퇴장
야당 지도자 Besigye는 선거 후, 자신을 대통령으로 선언한 혐의로 체포된
후 보석됨.
우간다 서부 Rwenzururu의 부족과 Charles Mumbere와 보안부대의
충돌로 수십명이 사망

부록

2016. 7

우간다 반군 조직 Lord’s Resistance Army의 전직 사령관 Dominic

3부. 우간다 정보

Museveni 대통령과 정치적 노선을 달리한 David Sejusa 장군이 망명에서
2014. 12

2부. 운영 및 활동

2013. 12

Museveni 대통령이 권력을 위해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기사를 낸 두

1부. NGO 등록

Museveni 대통령, 국가경제발전 Vision 2040 발표. Vision 2040은
2013. 4

62 NGO 길라잡이-우간다

전쟁 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 70건의 혐의가 있는 Lord’s Resistance Army
2016. 12

초대 사령관 Dominic Ongwen이 헤이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출두해 재판을
받음.

2017. 1

Museveni 대통령은 자신의 아들을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
4개국이 우간다에 정보센터를 출범시켜 반군 연합에 대항하기 위해 연합함.

2017. 2

반군연합은 Museveni 대통령 축출을 목표로 시작됐지만, 다른 반군 세력을
흡수하고, 20년 동안 무작위 대량 학살을 자행.
유엔 난민기구는 남수단에서 우간다로 이주한 엄청난 수의 난민이 국가를

2017. 3

한계점으로 몰아넣었다고 발표. 우간다에는 2017년 현재 약 80만 명의
난민이 있음.

2017. 4

우간다 정부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난 5년간 반군 Lord’s Resistance
Army에 대항한 우간다 군을 본국으로 철수시킴.

1986년 1월 취임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가 최고통치 및 입법기구로 NRC(국가저항 위원회)
설치에 이어 국가저항운동(National Resistance Movement)이라는 일종의 정당을 결성하고,
재야 정치단체 및 반 Obote 정부 교전단체를 포용한 범국가적 차원의 내각을 구성(1986년
3월)했다.

1995년 10월 우간다 제헌의회에서 신헌법을 채택, 정당 활동을 향후 5년간 금지하고 사실상
집권 국가저항운동(NRM)의 선거운동만이 허용되는 무정당주의(사실상의 일당체제)를 확립했다.
NRM에 의한 정치안정, 경제회복, 부패타파와 사회 안정 도모를 위한 10대 시책의 표방과 실시로
오랫동안 정치, 사회적인 불안에 시달려온 우간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평화 회복과 치안유지
능력을 높이 평가, 지지하고 있으나 우간다 중심세력인 Baganda족 지도자 및 정치지도자들은
오래 계속돼온 NRM 체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미국, 서구 등 서방원조 제공국들은 우간다 민주화 이행 및 인권 개선 상황을 경제원조와
연계시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기존 DP, CP 및 UPC 등 정당의 정치인들도 정당의 정치 활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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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당제 민주주의로서 환원을 주장, NRM 체제는 대내외적인 압력을 받았다. 상기 국제여론을
의식, 다당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투표를 2000년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는 연기됐다. 2001년 3월 12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약 70%의 득표로 무세베니 대통령이
재선(차점자 Besigye는 25% 득표)돼 2001년 5월 12일 취임식을 가진 바, 2006년까지 재임하게

1부. NGO 등록

실시했으나, 무세베니 대통령이 주도하는 NRM 무정당주의가 다시 지지를 확보했고 다당제

됐다.

2001년 6월 26일에는 총선이 실시돼 NRM은 직접선출의석 214석 중에서 170석 이상을

이상을 확보함으로써 NRM 체제의 견고함을 과시한 반면, 해당 총선에서 다당제 주창자들이
종래 14석 수준에서 최소 42석을 확보함에 따라 다당제 지지 세력이 제한적이나마 강화됐으며,
2002년 1월 무세베니 대통령은 다당제 부활 검토위원회를 구성했다.

2부. 운영 및 활동

석권했다. 여성, 노동자, 청년 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까지 합치면 국회의 총 282석 중 230석

정당제 부활에 대한 적극적 지지자는 제1부총리 겸 내무장관 Eriya Kategaya와 제3부 총리 겸

의사를 이미 밝히고 있다. 차기 대선과 관련 무세베니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며 국민의 존경을
받는 Kategaya 부총리는 무세베니 대통령의 후계자의 조속한 선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무세베니
대통령은 후계체제 논의 자체를 허용치 않고 있어 집권연장 의혹을 사고 있다.

3부. 우간다 정보

외무장관 James Wapakhabulo 등이며, Wapakhabulo 부총리는 2006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2003년 5월 24일 자로 Dr. Kazbwe 부통령 및 차기 대선에 물망이 있는 Kategaya 제1부총리를
해임하고 Prof. Bukenya 부통령을 임명한바, Bukenya 부통령은 무세베니 대통령의 3선 출마를
허용하는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무세베니 대통령의 집권연장 기조가 더욱

2005년 7월 대통령 3선 허용, 다당제 채택으로 2006년 2월 실시된 대선에서 Museveni 대통령
3선, 여당 NRM 국회 과반수를 확보했다. 2006년 8월 신의 저항군(LRA, Lord’s Resistance

부록

가시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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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my)과 적대행위종식협정(cessation of the hostilities agreement)을 체결했다. 1986년
무세비니 대통령의 권력 장악 이래 북부 아콜리족에 대한 무자비한 인종 학살을 단행했다. 이에
북부 Acholi족은 1987년 신의 저항군이라는 반군단체를 결성하고 반정부 투쟁을 전개, 상기
내전으로 약 3만 명의 양민이 사망하고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 LRA는 특히 어린
소년·소녀들을 납치해 소년병이나 성노예로 착취하는 잔인함을 드러냈다. 2004년 9월부터
국제사법재판소(ICC)의 조사가 시작돼 2005년 10월 반군지도자 4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007년 2월 정부 및 LRA 간 정전협정(ceasefire)이 체결되고, 2008년 3월 말부터 양측 간
평화협정 서명이 예정됐으나, LRA측은 ICC의 체포영장 철회를 내세우며 평화협정 서명을
지연시키는 중이다. 양측은 반군지도자들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위해 우간다 국내 특별법정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나, ICC측은 재판관할권에 대한 완강한 입장이다. 2016년 2월 23일 국민
총선거에서 Museveni 대통령이 59% 이상 득표율로 5선에 성공했다. 향후 국제관계를 비롯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30년 독재에 이은 독재 5년 연장이 된
셈이어서 장기집권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나. 최근정세

불안한 정치
EIU는 2017~2021년 동안 우간다의 정치적 안정을 예상했다. 30년 장기집권 중인 무세베니
대통령과 NRM 여당은 2016년 대선과 총선에서 승리하며, 임기가 연장됐다. 그러나
국가뇌물수수, 유권자 위협, 임의체포 등의 혐의는 투표의 정당성을 약화시켰다.

최근 대통령 후보 나이 제한 철폐 개헌이 문제가 되고 있다. 30년 독재를 하고, 2016년 대선을
통해 임기를 5년 더 연장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만약 개헌이 되지 않는다면 2021년 대선 후보로

65

등록하지 못한다. 국회의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인 NRM은 결국 국회 승인을 받아낼
것으로 예상되나, 당 내부로부터의 저항 또한 클 것이다.

도시지역에서 정치 안정성에 위기로 작용할 것이다. 경찰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점점 더 과격한

1부. NGO 등록

경제적 기회 부족으로 생긴 불만으로 야기된 반정부 감정이 점점 증가해, 특히 정치 운동이 심한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집중돼 있다. 정책 결정에 있어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더불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사회연금과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기본으로 하는
국가사회보장정책을 개발하는 중이다.

회계연도 2015/16~2020/21년에 걸쳐 계획된 국가개발계획 2(National Development Plan
2)는 본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적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물품의 조달과정과 민간-정부
합작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우간다 실링의 평가절하와 함께 부채내역의

3부. 우간다 정보

국가개발계획

2부. 운영 및 활동

2017년 우간다 핵심정책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약화로(debt profile has weakened) 국제통화기금이 우간다 은행의 채무건전성 한계를 하향
조정해 몇몇 사회기반시설 개발 계획은 연기된 상태이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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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정부

대통령
우간다는 대통령 중심제 공화국이며 총리가 임명돼 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국가원수 겸 군
통수권자다. 대통령은 총리, 내각, 국회의원 등 임명권 및 국회 해산권을 보유한다. 대통령은 비밀
직접선거로 선출(대통령 입후보는 당의 추천 필요)하며 궐위 시는 총리가 권한 대행, 90일 이내
신임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현 대통령 Yoweri Museveni는 1986년 쿠데타 성공 이후 2017년
현재까지 30여 년간 장기집권 중이며, 2016년 2월 23일 대통령 선거에서 59.3%의 득표율을
확보해 재선에 성공, 2021년까지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한다.

내각
행정부 내각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장관 및 정무차관은 국회의원이 겸직하고 있다. 주요
정부 조직 및 2013년 장차관은 아래 표와 같다.

직책

이름

대통령 겸 군수통수권자
부통령

H.E. PRESIDENT YOWERI KAGUTA MUSEVENI
H.E. EDWARD KIWANUKA SSEKANDI

<내각 및 장관>
직책

이름

Prime minister

Ruhakana Rugunda

First deputy prime miister

Moses Ali

Second deputy prime minister

Kirunda Kivejinja

Agriculture, animal industry & fisheries

Vincent Bamugalangaki

Attorney-general

William Byaruhanga

Defence & veteran affairs

Adolf Mwesige

Education & sports

Janet Museveni

Energy & minerals

Irene Mul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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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

이름

Finance & economic planning

Matia Kasaija
Sam Kutesa
Janet Mukaya

Health

Aceng Jane

Information, ICT & communications

Frank Tumwebaze

Internal affairs

Jeje Odongo

Justice & constitutional affairs

Kahinda Otafiire
Betty Kamya

Karamoja

John Byabagambi

Land, housing & urban development

Betty Amongi

Local government

Tom Butime

Public service

Muruli Mukasa

Security

Henry Tumukunde

Tourism, wildlife & antiquities

Kamuntu Ephraim

Trade, industry & co-operatives

Amelia Kyambadde
Sam Cheptoris

Works & transport

Monica Azuba Ntege

Cantral bank governor

Emmanuel Tumusiime-Mutebile

3부. 우간다 정보

Water & environment

2부. 운영 및 활동

Kampala Capital City Authority

1부. NGO 등록

Foreign affairs
Gender, labour & social affairs

라. 사법부

사법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대법원(Supreme Court): 상고심의 재판

■ 최종 항소 법원 (Court of Appeal): 형사 및 민사재판
■ 고등 법원(High Court): 형사 및 민사재판
■ 노동재판소(Industrial Court): 노동 분쟁 재판
■ 대법원장(Chief Justice): Hon. Mr. Evans Gicheru

부록

■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헌법 해석에 관련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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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회

단원제이며 당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를 직접 보통선거로 대통령 선거 시 동시에 선출한다. 임기는
5년이며 직선의원 290명, 지방자치구별 여성 대표 112명, 우간다 군부 대표 10명, 청소년 대표
5명, 지체장애인 대표 5명, 노동자 대표 5명, 국회의장 등 상임 위원 18명 등 총 445명으로
구성된다.

■ 홈페이지: http://www.parliament.go.ug

주요정당

구분

당명

여당

NRM(National Resistance Movement Party)

Museveni

293

FDC(Forum for Democratic Change)

Kizza Besigye

36

DC(Democratic Party)

Norbert Mao

15

UPC(Uganda People's Congress)

Dr. Olara A. Otunnu

6

야당

당수

의석수

무소속

-

-

66

기타

-

-

29

바. 대외관계

서방국가와의 관계
과거 비동맹, 반식민주의 표방에 따라 중국, 쿠바, 북한, 리비아, 알제리, 탄자니아 등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와 긴밀한 관계 유지하고 있다. 과거 Amin, Obote, Museveni 대통령 등 독립 이후
지도자들은 국내 권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이전 정권과의 완전히 단절된 급진적 외교정책을
추진했으며, 특히 급진성향의 국가 및 주장 등에 대한 공개적 지지를 드러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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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비동맹 노선의 추구 및 오랜 군사독재로 인해 서구 공여국 등과 긴장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성장 우선 정책에 따라 2005년에는 공여국들의 다당제 도입 요구를 받아들이고, 2007년

캄팔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영연방 및 서구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 중이다.

1부. NGO 등록

11월에는 영연방 정상회의(CHOGM: Commonwealth Heads of Government Meeting)를

우간다 정부는 2010년 발생한 소말리아 이슬람 테러단체인 Al Shabab의 캄팔라 폭탄테러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동시에 소말리아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소말리아 주둔 평화유지군 병력을 늘려나갈
것을 약속했다. 서구 공여국들은 우간다 정부에 부패 척결 및 투명성 제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확산

스캔들이 연이어 불거져 나오면서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대아프리카 투자 및 원조가 크게 증가하면서 우간다에 대한 중국의 정치, 군사, 경제

2부. 운영 및 활동

등을 요구하며 거버넌스(governance)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나, 최근 고위급 관료들의 비리, 부패

영역에서의 영향력 또한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타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도
대규모의 기반시설 공사를 토대로 우호적인 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우간다는 케냐, 탄자니아,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등으로 둘러싸인 내륙국으로 인도양으로
통하는 개방된 무역 루트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 외교 목적으로 설정했다. 특히, 케냐 몸바사 항을

3부. 우간다 정보

아프리카국가 및 인접국과의 관계

통한 운송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축소하기 위해 탄자니아와의 관계개선을 중시해 일시적으로
케냐와 다소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1998년 Museveni 대통령의 케냐 Moi
대통령 취임식 참석 등을 계기로 케냐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케냐와 국경분쟁 아직 있음)했다.

결성해 정치·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모색(1996년 논의 시작, 1999년
서명)했다. EAC 회원국 간 상호의존도가 증대하면서 외교분쟁 가능성은 크게 줄고 있다.
2011년 8월 Museveni 대통령의 르완다 방문은 양국 간 외교 관계가 호전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록

케냐, 탄자니아, 부룬디, 르완다 등은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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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EAC는 단기적으로 공동시장, 중장기적으로 화폐동맹 및 정치연합을 추진했다. 2016년
동아프리카 공동체 내 국가와의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간다 정부는 더욱 포괄적인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Museveni 대통령은 1986년 정권 장악 이래 아프리카 역내 분쟁 해결 및 협력을 위한 지역
문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2007년에는 소말리아에 대한 AU 차원의
평화유지군 파병에 동참하는 등 동부아프리카의 주도적 국가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2010년 발생한 Al Shabab(소말리아 이슬람 테러단체)의 캄팔라 폭탄테러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동시에 소말리아 주둔 평화유지군 병력 증강을 약속했다. 2016년에는 남수단의
평화유지를 위해 정치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Museveni와 수단의 Omar al-Bashir는 서로
경쟁자이지만 지역의 안정을 위해 협력하고자 한다.

우간다 북부반군인 LRA(Lord’s Resistance Army)에 대한 수단 정부의 지원과 수단 남부반군
SPLA(Sudan People’s Liberation Army)에 대한 우간다 정부의 지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1995년 4월 우간다와 수단의 양국관계가 단절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2003년 이래 양측이 반군에
대한 지원 중단 등에 합의하는 등 관계 개선 중이다. 2011년 남수단이 독립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및 무역량이 향후 크게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DRC 반군에 대한 우간다 측의 무기 공급, 국경지대인 DRC 동부지역의 권력 공백으로 인한
LRA의 활동 등으로 인해 우간다-콩고민주공화국 양국 간 긴장이 이어지기도 했지만, 2007년
9월 양국 대통령이 회동해 반군에 대한 군사협력 및 석유개발에 대한 협력에 합의, 2007년 12월
콩고민주공화국은 LRA에 맞서 우간다 지지 선언, LRA 토벌을 위해 콩고민주공화국 영토 진입
동의하는 등 급속한 관계개선이 이뤄진 바 있다.

다자관계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간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지위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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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의 주요 이슈

우간다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고 남북한 동시수교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국과는 1962년

1부. NGO 등록

가. 개요

10월 우간다를 정식 승인하고 1963년 4월 한국 대사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1994년 10월
공관이 폐쇄됐다. 이후 1985년 총리겸 재무장관이었던 왈잉고, 1990년 제2 부총리 겸 외무장관

방한했다.

1986년 11월 한국-우간다 의료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10월 우간다 Maria Kiwanuka

2부. 운영 및 활동

세모게레레, 1992년 상무장관 카이자카, 1993년 상공장관 카이주카, 1997년 외차관 나베타가

재정계획경제개발부 장관과 우간다 현 박종대 대사가 한국-우간다 정부 간 무상원조기본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향후 양국 간 개발협력사업에 토대가 될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코이카 봉사단원 파견뿐 아니라 기존 진행 중인 코이카 사업(소로티 과일가공 공장

최근 1994년도 폐쇄됐던 주우간다 한국대사관이 2011년 12월 재개설됨으로써, 향후 활발한
정치·경제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Museveni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3부. 우간다 정보

설립사업 등)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경제개발 전략 및 새마을 운동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2013년 5월 Museveni 대통령은
공식 방한을 계기로 한-우간다 양국 간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이후 2014년 9월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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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약사

1963. 3

외교관계 수립

1963. 4

주 우간다 대사관 개설

1984. 9

Obote 정부, 한국 대사 추방
Museveni 정부, 한국 대사 접수
※ 84.9. 우간다 Obote 정부가 아국 언론의 비우호적인 보도를 이유로 주

1986. 10

우간다 대사를 추방한 이래 2년여 간 공석이었다가 86.1월 Museveni
신정부 수립 후 86.10. 정보영 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함으로써 양국관계
정상화

1994. 10

주우간다 대사관 폐쇄

1995. 5. 7

권순대 주케냐 대사 신임장 제정(이후 주케냐 대사가 겸임)

1999. 3. 25

김성환 주우간다 명예영사 임명
(주식회사 환성 사장, 1998년 5월 우간다 국적취득)

2007. 3

김항경 전차관(여수박람회 사절단장) 방문, 치안장관 면담

2011. 5. 18

주케냐 캄팔라 분관 설립

2011. 12. 30

주우간다 대사관 승격(공관장: 박종대 대사대리)

2014. 7. 19

박종대 주우간다대사 신임장 제정
자료원 :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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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우간다 경제협력 현황
1부. NGO 등록

유상원조
1992년 3월 전화통신망 확충사업 (750만 달러)
2012년 교육개선사업(2,680만 달러) : 자금 지출 중

무상원조
1991~2014년간 지원 실적: 총 2,999만 달러 지원

(단위 : 만 달러)

연도
지원액

199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03
282

12

16

119

91

43

69

148

335

1,042

842

961

계

2부. 운영 및 활동

2015년도 지원 실적: 961만 달러

3,960

■ 주요 지원사업

- 우간다 직업훈련원 건립사업(2011~2017년, 450만 달러)
- 우간다 엔테베국제공항 시스템 개선 사업(2014~2018년, 950만 달러)
- 우간다 과일가공공장 건립사업(2011~2017년, 740만 달러)

3부. 우간다 정보

- 우간다 농업지오자 연수원 건립사업(2011~2015년, 350만 달러)

- 우간다 새마을운동 시법마을 건립사업(2015~2018년, 250만 달러) 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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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관계

우리나라의 대우간다 투자는 한국은행 신고기준으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총 688만 달러의
투자가 이뤄졌다. 특히 2012년에 총 2건 28만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그 후 2013년 2건 123만
달러, 2014년 2건 64만 달러, 2015년 1건 20만 달러, 2016년에는 7건 166만 달러(신고금액
기준)의 투자가 이뤄졌다.

<한국의 대우간다 투자 현황(1998~2015)>
(단위 : 천 달러)

연도

신고 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 횟수

투자금액

합계

21

5

6,879

36

3,720

1998

2

1

280

1

15

2011

3

2

801

5

564

2012

4

2

2,250

8

938

2013

2

0

1,231

4

580

2014

2

0

641

6

56

2015

1

0

19

3

291

2016

7

0

1,657

9

637

75

업종별로는 1998년 이후 2016년까지 농·수산분야가 8건 498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외
제조업에 약 85만 달러, 도-소매업에 47만 달러 등이 이뤄졌다.

(단위: 건, 개, 천 달러)

업종별

투자 연도

총계
농업· 임업 및 어업

2014, 2016
2011, 2013,
2015, 2016

신고 금액

21

6,879

8

4,975

8

894

도매 및 소매업

2012

1

4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11

2

301

1998

2

280

에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부. 우간다 정보

주 : 2016년 대우간다 투자 전무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부. 운영 및 활동

제조업

2012, 2013,

신고 건수

1부. NGO 등록

<한국의 대우간다 업종별 투자 현황(1998~2016년)>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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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우간다 교류 현황
2015~2016년 우리의 대우간다 경제-문화 교류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한·우간다 교류 현황(2015~2016년)>
일자별

교류 내역

2015. 1.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우간다 방문

2015. 3.

정종섭 행자부 장관 우간다 방문

2015. 5.

한국정보화진흥원 우간다 정보접근화센터 개소식 개최

2015. 5.

고위급인사 초청 새마을 운동 세미나 개최

2015. 6.

외교단 부인회 초청 한국문화 소개 행사 개회

2015. 7.

한-우간다 미래지도자 대회 개최

2015. 8.

한-우간다 역사 세미나 개최

2015. 8.

우간다 정부 조달 관계 국과장 15명 방한 연수

2015. 11.

한국수출입은행 선임부행장 우간다 방문

2015. 11.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총회 참석차 우간다 재무부 장관 방한

2015. 11.

한국영화제 및 대사배 태권도 대회 개최

2015. 12.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대표단 방문

2015. 12.

외교단 부인회 초청 한국문화 소개행사 개최

2016. 5.

박근혜 대통령 국빈 방문

현안
한국과 우간다 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추진 중이다.

한-우간다 정상회담
2013년 5월 29~31일간 우간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 통상·투자, 에너지·자원 개발협력, 새마을운동 등 양국 간 협력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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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한-우간다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새마을 운동을 포함해 우간다의 여건에

포함한 아프리카의 행복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나눔과 기여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1부. NGO 등록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 확대를 통해, 우간다 장기 국가 개발계획인 ‘Vision 2040’ 실현과 우간다를

2016년 5월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순방길에 오른 박근혜 대통령은 5월 28~30일, 3일간
우간다를 방문해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평가 및 발전 방향, 개발협력,
인프라-에너지, 과학기술-IT 협력, 문화-교육 협력,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 2차 국가개발계계획 인프라 사업 진출 등을 포함한 총 19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산업-플랜트 전반에서 정보교류 및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MoU를 비롯해 전력

2부. 운영 및 활동

지속가능개발, 문화-교육 협력, 군-경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분야 협력 MoU, 무역투자진층 협력, 표준-적합성 평가분야 협력, 보건의료 및 디지털콘텐츠
협력을 위한 MoU도 체결 됐다. 또한 정부 간 보건분야 협력, 양국 국립암센터 간 협력, 한국

우리 보건 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기타 경제 동향 등은 KOTRA 자료 원문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21)

3부. 우간다 정보

국제보건의료재단과 우간다 국제 결핵 연구소 간 협력 MoU를 체결함으로써 동아프리카 지역에

마. 우간다 국가협력전략
한국은 24개국에 대한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를 수립해놓았다.
우간다의 중점 협력분야는 지역개발, 교육, 보건위생이다.

출처 : http://odakorea.go.kr/ODAPage_2012/T02/cps/africa/Uganda.jsp

21)	 http://news.kotra.or.kr/user/extra/kotranews/14/nationInfo/nationViewAll/jsp/LayOutPage.do?cdKey
=101148. 2017년 11월 확인

부록

자세한 내용은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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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지역 구분22)

우간다는 4개 지역 112개 District로 나눠진다.

22)	http://www.gou.go.ug/content/local-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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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ern Region (green) Northern Region (yellow) Western Region (blue)

Map

District

Map

District

Map

District

Map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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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kwe

4

Amuria

1

Abim

81

Buhweju

84

Bukomansimbi

7

Budaka

2

Adjumani

10

Buliisa

86

Butambala

49

Bududa

78

Agago

11

Bundibugyo

87

Buvuma

8

Bugiri

79

Alebtong

12

Bushenyi

89

Gomba

83

Bukedea

3

Amolatar

18

Hoima

27

Kalangala

9

Bukwa

80

Amudat

19

Ibanda
Isingiro

Kalungu

85

Bulambuli

39

Amuru

26

Kampala

13

Busia

5

Apac

23

Kabale

36

Kayunga

15

Butaleja

6

Arua

24

Kabarole

38

Kiboga

88

Buyende

16

Dokolo

31

Kamwenge

95

Kyankwanzi

20

Iganga

17

Gulu

32

Kanungu

Luweero

21

Jinja

22

Kaabong

34

Kasese

Lwengo

25

Kaberamaido

42

Kitgum

37

Kibaale

100

Lyantonde

28

Kaliro

43

Koboko

40

Kiruhura

51

Masaka

30

Kamuli

93

Kole

92

Kiryandongo

56

Mityana

33

Kapchorwa

44

Kotido

41

Kisoro

59

Mpigi

35

Katakwi

97

Lamwo

96

Kyegegwa

60

Mubende

91

Kibuku

47

Lira

46

Kyenjojo

Mukono

45

Kumi

50

Maracha

52

Masindi

Nakaseke

94

Kween

57

Moroto

55

Mbarara

64

Nakasongola

98

Luuka

58

Moyo

102

Mitooma

70

Rakai

101

Manafwa

62

Nakapiripirit

106

Ntoroko

72

Sembabule

53

Mayuge

104

Napak

66

Ntungamo

76

Wakiso

54

Mbale

65

Nebbi

109

Rubirizi

14

Namutumba

108

Otuke

111

Sheema

105

Ngora

67

Oyam

69

Pallisa

68

Pader

110

Serere

77

Yumbe

73

Sironko

112

Zombo

74

Soroti

75

Tororo

부록

6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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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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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9

1부. NGO 등록

Central Regio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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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물가정보

구분
식당

식품

교통

레져

의류

항목
1인 식사 한끼(저렴한 식사)
2인 식사(중간가격)
맥도날드 세트메뉴
카푸치노(중간 사이즈)
콜라 0.33L
물 0.33L
우유 1L
식빵 500g
쌀 1kg
계란 12개
치즈 1kg
닭가슴살 1kg
사과 1kg
오렌지 1kg
토마토 1kg
감자 1kg
양배추 1통
물 1.5L
답배 한 갑(말보로)
국산맥주 0.5L
수입맥주 033L
와인 한 병(중간 가격)
시내버스
시내버스(월 정기권)
택시 기본요금
택시 1km
휘발유 1L
승용차(폭스바겐 골프)
헬스장(성인1인, 한달 기준)
테니스장 1시간(주말)
영화관 1석
리바이스 501 청바지
여름드레스(Zara, H&M 등)
나이키 운동화
남성화

가격(USH)
8,000
6,000
21,000
7,035.71
1,500
1,142.86
1,939
2,895.90
3,927.90
4,356.67
17,341.04
17,913.29
8,845.99
5,600
3,000
2,189.40
2,241.29
1,933.33
6,000
3,590.91
4,954.55
25,000
2,000
114,347.83
11,488.50
5,000
3,600
30,000,000
167,000
24,166.67
20,000
48,333.33
48,125
99,898.47
149,090.91

가격(US$)
2.2
1.6
5.7
1.9
0.4
0.3
0.5
0.8
1.1
1.2
4.7
4.9
2.4
1.5
0.8
0.6
0.6
0.5
1.6
1
1.4
6.8
0.5
31.2
3.1
1.4
1
8,190
45.6
6.6
5.5
13.2
13.1
27.3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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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과금(월)

아파트
월급

가격(US$)
50.1
0.1
69.6
190.2
119.7
407.2
276
2151.6
273
171.4

주1 : 환율(1US$ = 3,663 우간다 실링(USH)
주2 : 2016년 12월 기준 자료
자료원 : http://www.numbeo.com/cost-of-living

6) 생활여건

2부. 운영 및 활동

가격(USH)
183,333.33
294.9
254,875
696,666.67
438,448.91
1,491,666.67
1,010,833.33
7,811,156.67
1,000,000
627,777.78
22.6

1부. NGO 등록

월세

항목
85m2 아파트 기준 수도, 가스, 난방, 전기
선불 휴대폰 전화 카드 1분
인터넷(10Mbps, 데이터무제한, 케이블/ADSL)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방 1개)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방 1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방 3개)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방 3개)
시내에 위치한 아파트 1m2
외곽에 위치한 아파트 1m2
평균 월급(세후)
주택 담보 대출 연금리

가. 기후
적도가 통과하고 있으나 우간다는 영토의 대부분이 평균 해발 1,000~1,200m의 고원지대에

없다. 캄팔라의 경우 가장 더운 달은 1월로 18~28도, 가장 추운 달은 7월로 17~25도이다. 가장
건조한 달은 7월로 평균 강우량이 46mm이며, 가장 습한 달은 4월로 평균 175mm이다.
■ 기온: 연평균 20~28℃

3부. 우간다 정보

위치해 한국의 초가을 날씨처럼 낮에만 덥고 조석으로는 선선한 편이며, 기온은 연교차가 거의

■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건기는 12~2월, 6~8월

나. 화폐단위

■ 동전: 10 / 50 / 100 / 200 / 500우간다 실링

부록

■ 지폐: 1,000 / 2,000 / 5,000 / 10,000 / 20,000 / 50,000우간다 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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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통

택시

■ 콜 택시 제도: Special Hire라고 불리며, 개인차량을 Taxi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
콜택시업체에 요청 시 택시 보내줌.
- BlueCruise Taxi: ☎ 0414 574 898 / 0717 333 000
- Yellow Cab Taxi: ☎ 0414 532 437 / 0782 384 842
■ 요금은 탑승 후, 기사와 가격을 흥정한 후 출발하는 것이 안전
■ 공항 - 캄팔라 시내 요금은 100,000우간다 실링 수준

버스

■ 승합차 사이즈의 현지버스가 있으나, 단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안전상의
문제로 어려움.

차량 대여

■차
 종,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며, 추가요금을 내면 기사고용이 가능
- Trust Tour & Travel: ☎ 0772 988 556
- Hertz: ☎ 0414 309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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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기관 정보

가. 우간다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23)

1부. NGO 등록

1) 유관기관

정부부처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Tel: General Line +256 417 770 500
Fax: +256 414 341 139
Email: ps@opm.go.ug
Website : http://opm.go.ug/

2부. 운영 및 활동

PLOT 9-11 APOLLO KAGGWA ROAD P.O. Box 341 Kampala

P.O. Box 7168, Parliament Avenue, Kampala
Office of the President Tel: +256 414 254 881, +256 414 254 881/6
Email: secretary@op.go.ug

Ministry of Works and Kampala
Transport

Email: mowt@works.go.ug
Tel: +256 414 320 101/9

Ministry of Water and
Environment

P.O. Box 20026, Kampala
Tel: +256 414 505 942
Email: mwe@mwe.go.ug
Rwenzori Towers 2nd Floor, Plot 6 Nakasero Road. Kampala

Wildlife and

Email: info@tourism.go.ug

Antiquities

Tel: +256 414 561 700

Service

Plot12 Nakasero Hill Road, P.O. Box 7003, Kampala

23)	http://www.gou.go.ug/ministries

부록

Ministry of Tourism,

Ministry of public

3부. 우간다 정보

Off Jinja Road/ Old Port Bell Rd, P.O. Box 10, Enteb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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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Local
Government

Ministry of Lands,
Housing & Urban
Development

Tel: +256 414 341 224
Fax: +256 414 258 127, 414 347 339
Email: ps@molg.go.ug
Plot 13 - 15 Parliament Avenue, P.O. Box 7096 Kampala
Tel: +256 414 373 511
Fax: +256 414 230 891
Email: ps@mlhud.go.ug
Plot 1, Parliament Avenue, Queens Chambers, P. O. Box 7183

Ministry of Justice and
Constitutional Affairs

Kampala
Tel: +256 414 253 207
Fax: +256 041 254 829
Email: info@jlos.go.ug / info@justice.go.ug
PLOT 75 JINJA ROAD P.O. Box 7165 / 7191 Kampala,

MINISTRY OF

Tel: (General Line) +256 414 258 355

INTERNAL AFFAIRS

Fax: +256 414 231 063
Email: info@mia.go.ug

Ministry of information Fourth Floor, Social Security House, Jinja Road. P.O Box 7817
and Communications Tel: +256 414 236 262, +256 414 231 314
Technology

Email: webmaster@ict.go.ug
P.O. Box 7272 Kampala Plot 6 Lourdel Rd, Nakasero

MINISTRY OF
HEALTH

Tel: (General Line) +256 414 340 874
Permanent Secretary’s Office: +256 414 340 872
Fax: +256 414 231 584
Email: info@health.go.ug

MINISTRY OF
GENDER LABOUR
AND SOCIAL
DEVELOPMENT

Plot 2, Simbamanyo House, P.O.Box 7136 George St, Kampala
Tel: +256 414 347 854
Email: ps@mglsd.go.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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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AND ECONOMIC
DEVELOPMENT

Plot 2/12 Apollo Kaggwa Road, P.O. Box 8147 Kampala
Tel: +256 414 707 000
Fax: +256 414 230 163

1부. NGO 등록

FINANCE, PLANNING

Ministry of Energy and Amber House, Kampala Road, P.O Box 7270
Mineral Development Tel: +256 414 311 111

EDUCATION AND
SPORTS

P. O. BOX 7063 Kampala, Uganda
Tel: +256 414 234 451/4
Fax: +256 414 234 920
Email: pro@education.go.ug

2nd & 9th Floor, Postel Building Plot, 67/75 Yusuf Lule Road,

African Community

Kampala P.O. Box 7343

Affairs

Tel: +256 414 340 100, +256 414 348 171

Ministry of Defence

Republic House, P.O. Box 3798, Kampala

MINISTRY OF
AGRICULTURE,
ANIMAL INDUSTRY
AND FISHERIES

3부. 우간다 정보

Ministry of Ease

2부. 운영 및 활동

MINISTRY OF

Plot 5, Kyadondo Road, Block A, Legacy Towers, NAKASERO
Fax: +256 414 255 183
Email: ps@agriculture.go.ug
부록

Ministry of Trade,

Parliament Avenue, Farmers' House

Industry and

P.O. Box 7103 Kampala,

Cooperatives

Tel: +256 414 314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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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Civil Aviation
Authority (CAA)
Dairy Development
Authority (DDA)

Entebbe Airport; Entebbe, Uganda
Tel: +256 414 352 000, +256 414 352 000
Fax: +256 414 321 401, +256 414 320 571, +256 414 320 571
P. O. Box 34006 Kampala, Plot 1 Kafu Road Nakasero, Kampala
Tel: +256 414 343 901, +256 414 343 901
Fax: +256 414 250 270
P.O. Box 10332 Kampala, Uganda

Electricity Regulatory
Authority (ERA)

Tel: +256 41 341 852/646, +256 312 260 166 , +256 312 260
166
Fax: +256 41 341 624
Email:info@era.or.ug

Uganda Revenue
Authority

Nakawa Industrial Area; P.O. Box 7279, Kampala Uganda
Tel: (General line) +256 041 334 000/1-10
Email: prte@ura.go.ug
Jubilee Insurance Centre; Plot 14, Parliament Avenue,

Inspectorate of
Government (IGG)

P.O. Box 1682,Kampala, Uganda
Tel: +256 414 344 219, +256 414 344 219 (General Line)
+256 414 347 876, +256 414 347 876 (Hot Line)
Fax: +256 414 344 810

Institute of Certified

Plot 42, Bukoto Street, Kololo P.O Box 12464, Kampala

Public Accountants

Tel: +256 414 540 125, +256 312 262 333, +256 701 540 125

of Uganda (ICPAU)

Email: icpau@icpau.co.ug

Uganda

Lugogo Show Grounds, P.O. Box 6966 Kampala

Manufacturers

Tel: +256 414 221 034, +256 414 221 034, +256 414 287 615

Association (UMA)

Email: administration@uma.or.ug, membership@uma.or.ug
Farmers House Ground Floor, Plot 6/8 Parliamentary Avenue

Judicial Service

P.O. Box 7679 Kampala, Uganda

Commission (JSC)

Tel: +256 414 344 154, +256 414 344 154, +256 414 230 058
Email: info@jsc.go.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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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ck B, Legacy Towers, Nakasero; Plot 5 Kyadondo Road
P.O. Box 25235; Kampala, Uganda

Advisory Services

Toll free line: 0800230100

(NAADS)

Tel: +256 312 345 060/1/2/3/4
Email: info@naads.or.ug

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Organisation (NARO)

1부. NGO 등록

National Agricultural

NARO Secretariat; Plot 3 Lugard Avenue
P.O. Box 259; Entebbe, Uganda
Tel: +256 041 320 512, +256 041 320 341/2
Email: infocom.dgnaro@naro.go.ug

National Council of

P.O. Box 20077; Lugogo Kampala, Uganda

Sports(NCS)

Tel: +256 414 254 447, +256 041 343 688/9
Email: info@ncs.or.ug

2부. 운영 및 활동

Plot 2-10 Coronation Avenue, Lugogo

Plot 46/48 Lumumba Avenue
P.O. Box 23096; Kampala, Uganda

Authority (NDA)

Tel: +256 041 255 665, +256 041 347 391/2
Email: ndaug@nda.or.ug
Plot 10/20 Spring Road, Nakawa

National Forestry

P.O. Box 25235; Kampala, Uganda

Authority (NFA)

Tel: +256 312 264 035, +256 312 264 035/6, +256 414 230 365/6

3부. 우간다 정보

National Drug

Email: info@nfa.org
National Information
Technology Authority
(NITA)

Palm Courts, Plot 74, Rotary Avenue (Former Lugogo Bypass)
P.O. Box 33151; Kampala, Uganda
Tel:+256 417 801 038, +256 417 801 038

Plot 4-6, Nsamizi Road, P.O. Box 16; Entebbe - Uganda
National Medical
Stores (NMS)

Toll free: 0800 122210800 12221 (Uganda Telecom)
0800 2000150800 200015 (MTN)
Email: sales@nms.go.ug

부록

Email: info@nita.go.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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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ot 15B, Clement Hill Road
National Planning

P.O. Box 21434; Kampala - Uganda

Authority (NPA)

Tel: +256 414 250 214, +256 414 250 214, +256 414 250 229
Email: npa@npa.ug

National Social
Security Fund
(NSSF)
Population
Secretariat
Private Sector
Foundation Uganda
Privatisation & Utility
Sector Reform
Project (PUSRP)
Public Procurement
And Disposal of
Public Assets
Authority (PPDA)

Workers House, 14th Floor Plot 1, Pilkington Road
P.O. Box 7140; Kampala - Uganda
Tel: +256 417 331 755, +256 417 331 755
Email: customerservice@nssfug.org
Statistics House, P.O. Box 2666; Kampala - Uganda
Tel:+256 417 705 400, +256 417 705 400
Email: popsec@popsec.org
43 Nakasero Hill Road P.O. Box 7683; Kampala - Uganda
Tel: +256 312 263 850, +256 312 263 850, +256 312 261 850
Email: customerservice@nssfug.org
Communications House, 2nd & 11th Floor, Plot 1, Colville Street
P.O. Box 10944; Kampala - Uganda
Tel: +256 312 325 600, +256 312 325 600/20
Email: info@perds.go.ug
UEDCL Towers 5th Floor,Plot 37, Nakasero Road
P.O. Box 3925; Kampala - Uganda
Tel: +256 414 311 100, +256 414 311 100
Farmers House, 2nd Floor, Parliamentary Avenue

Public Service

P.O. Box 7080, Kampala - Uganda

Commission (PSC)

Tel: +256 414 342 679
Email: psc@utlonline.co.ug

The Amnesty

Plot 97 Bugand Road, P.O. Box 33956, Kampala - Uganda

Commission Uganda Tel:+256 414 257 118, +256 414 257 118, +256 414 345 584
(ACU)

Email: ammenstycom@africaonline.co.ug

The Office of the

Plot 2/4 Apollo Kaggwa Road, P.O. Box 7083, Kampala - Uganda

Auditor General

Tel: +256 4143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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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Floor Twed Towers, Plot 10 Kafu Road, Nakasero
P.O. Box 7501, Kampala - Uganda

Fund (URF)

Tel: +256 414 257 072, +256 414 257 072, +256 312 229 009
Email: info@roadfung.ug

Uganda
Communications
Commission (UCC)

Generation Co.
Ltd.(UEGCL)

P.O. Box 7376, Kampala - Uganda
Tel: +256 414 339 000, +256 414 339 000, +256 312 339 000
Email:ucc@ucc.co.ug
3rd Floor UEDCL Tower, Plot 37, Nakasero Road
P.O. Box 75831 Kampala, Uganda
Tel: +256 312 372 165, +256 312 372 165
Email: info@uegcl.co.ug

Uganda Electricity

Plot 10, Hannigton Road, P.O. Box 7625 Kampala, Uganda

Transmission Co.

Tel: +256 417 802 000, +256 417 802 000, +256 414 233 433

Ltd.

Email: Transco@uetcl.com

Promotion Board
(UEPB)

Plot 22, Entebbe Road
P.O. Box 75831 Central Kampala, Uganda
Tel: +256 414 230 233, +256 414 230 250
Email: helpdesk@ugandaexportsonline.com

Uganda Human

Plot 22, Lumumba Avenue, P.O. Box 4929 Kampala, Uganda

Rights Commission

Tel: +256 414 348 007/8, +256 414 233 757

(UHRC)

Email: uhrc@uhrc.ug

3부. 우간다 정보

Uganda Export

2부. 운영 및 활동

Uganda Electricity

UCC House, Plot 42-44 Spring Road, Bugolobi

1부. NGO 등록

The Uganda Road

Insurers House Plot 24A, Acacia Avenue, Kololo
Uganda Insurance

P.O. Box 8612 Kampala, Uganda

Commission (UIC)

Tel: +256 414 230 469, +256 414 230 469

Uganda Electoral
Commission

Plot 55, Jinja Road, P.O. Box 22678 Kampala, Uganda
Tel: +256 312 262 208/9/10/11, +256 414 337 500
Email: info@ec.or.ug

부록

Email: info@uia.co.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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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 Box 7418 Kampala, Uganda
Uganda Investment
Authority

Tel: +256 414 301 000, +256 414 301 000
Fax: +256 414 342 903
Email: info@ugandainvest.go.ug
Website: www.ugandainvest.go.ug

Uganda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UNBS)
Uganda 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UNCCI)
Uganda National
Council for Science &
Technology (UNCST)

Uganda National
Examinations Board
(UNEB)

Uganda National
Roads Authority
(UNRA)

Uganda Registration
Services Bureau
(URSB)

Plot M217 Nakawa Industrial Area P.O.BOX 6329 Kampala,
Uganda
Tel: +256 414 505 995, +256 414 222 369
Email: info@unbs.go.ug
Plot 1A, Kiira Road; Mulago, Kampala, Uganda
Tel:+256 753 503 035
Email: info@chamberuganda.com
Plot 6 Kimera Road, Ntinda
P.O. Box 8612 Kampala, Uganda
Tel: +256 414 750 500
Website: www.uncst.go.ug
35 Martyrs Way, Ntinda
P.O. Box 7066 Kampala, Uganda
Tel: +256 414 286 635/6/7/8
Email: uneb@uneb.ac.ug
Plot 5, Lourdel Road, Nakasero
P.O. Box 28487 Kampala, Uganda
Tel: +256 312 233 100, +256 414 318 000
Email: roadinfo@unra.go.ug / executive@unra.go.ug
Level 5 Georgian House, Plot 5, George Street
P.O. Box 6848 Kampala, Uganda
Tel: +256 414 235 915
Email: ursb@ursb.go.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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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37/43 Kampala Road P. O. Box 7120 Kampala, Uganda
전화 : +256 414 258 441/6, +256 414 341 223

1부. NGO 등록

Bank of Uganda

팩스 : +256 414 231 549
홈페이지 : http:// www.bou.or.ug

주소 : Plot M217 Nakawa Industrial Area. P.O.Box 6329 Kampala
전화 : +256 414 505 995, +256 414 222 369, 0800133133 (TOLL FREE)
E-mail : info@unbs.go.ug

2부. 운영 및 활동

우간다 표준청(Uganda National Bureau of Standards)

홈페이지 : www.unbs.go.ug

주소 : Plot 25, Muyenga Tank Hill Road, Kabalagala P.O.BOX 4636, Kampala
전화 : +256 414 510 272
팩스 : +256 312 260 372

3부. 우간다 정보

UGANDA NATIONAL NGO FORUM

E-mail : info@ngoforum.or.ug
홈페이지 : http://ngoforum.or.ug/

일간지

- http://www.monitor.co.ug

부록

- http://www.newvision.co.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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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베
 데스다 메디컬센터(Bethesda Medical Center):
☎ +256 414 530 313, +256 794 530 313
■ International Hospital Kampala(IHK):
☎ +256 312 200 400 (7 Wampewo Avenue, Kololo, Kampala)
■N
 akasero Hospital:
☎ +256 414 346 150/2(14A Akii-Bua Road, Nakasero, Kampala)
■T
 he Surgery(Medical centre) - 한국인 내과의사 및 치과의사 상주:
☎ +256 772 756 003(42 Naguru Drive, Kamp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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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NGO 활동현황 (편람)24)

따라서 현재 활동 중인 기관 및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기관명

주요사업내용

HoE

교육일반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굿피플인터내셔널

기초보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초교육
기초보건

주요사업내용

식수공급 및 위생
해외아동결연

플랜한국위원회

기초교육

기초교육

교육일반

다일공동체

기초보건

기초교육

밀알복지재단

해외아동결연

세계가나안운동본부

농업

아름다운커피

농업

아프리카

기초보건

미래재단

지역사회개발

유지재단

기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기초교육

기아대책기구

중등교육
보건일반
식수공급 및 위생
해외아동결연
봉사단 지원

한국해비타트

지역사회개발

함께일하는재단

지역사회개발

휴먼인러브

중등교육

3부. 우간다 정보

예수의꽃동네

기초보건

한국국제

2부. 운영 및 활동

굿파트너즈

다분야

기관명

1부. NGO 등록

본 자료는 2016년 상반기에 조사된 자료로, 각 단체들의 설문에 기반을 둔 2015년의 사업내용이다.

기초보건
식수공급 및 위생
공공정책 및
한국 월드비전

시민사회(애드보커시)
기타 사회
농업
지역사회개발

24) 2015 한국 국제개발협력 CSO 편람(KCOC,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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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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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한국기관 연락처
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
주소 :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Plot 14, Ternan Road, Nakasero, Kampala, Uganda
P.O.Box 27278, Kampala, Uganda
비상시연락처25) : +256 774 478 376 (영사), +256 781 705 737 (영사직원)
E-mail : emb.kampala@mofa.go.kr
전화 : +256 414 500 197
팩스 : +256 414 500 199
KOICA 우간다 사무소
주소 : Plot 17, Golf Course Rd, Kampala,Uganda
E-mail : uganda@koica.go.kr(국문), koicauganda@gmail.com(영문)
전화 : +256-414-258-637
팩스 : +256-414-258-648
KOTRA 나이로비 무역관
주소 : Korea Business Cneter, Nairobi, Commercial Section of the Embassyof the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House 2nd Floor, Mama Ngina Street
P.O. Cos 40569-00100, Nairobi, Kenya
전화 : +254-20-222-0458/222-2928
팩스 : +254-20-315-706
우간다 캄팔라 / 주우간다 한인회
주소 : Korean Community Association in Uganda P.O.Box 7628 Kampala, Uganda
E-mail : ugandajjj@gmail.com
전화 : +256 041 285 355

25) 2017년 11월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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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NGO 규정 (양식 A ~ V 포함)
출처 : https://www.mia.go.ug/resource/laws-regulations

STATUTORY INSTRUMENTS
SUPPLEMENT No. 13

5th May, 2017

STATUTORY INSTRUMENTS SUPPLEMENT
to The Uganda Gazette No. 25, Volume CX, dated 5th May, 2017
Printed by UPPC, Entebbe, by Order of the Government.

S T A T U T O R Y

I N S T R U M E N T S

2017 No. 22.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REGULATIONS, 2017.
Regulation

ARRANGEMENT OF REGULATIONS

PART I—PRELIMINARY
1. Title.
2. Interpretation.
PART II—REGISTRATION OF NON – GOVERNMENTAL ORGANISATION
3. Registration of organisation with the Bureau.
4.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organisation.
5. Certificate of registration
6. Refusal to register an organisation
7. Application for a permit
8. Conditions for a permit
9. Review of permit
10. Replacement of certificate, permit or document
11. Changes within the organisation or governing document
12. Renewal of permit
13. Revocation of permit
14. Exemption of organisations
15. Registration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16. Refusal to register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17. Registration of organisations incorporated outside Uganda
18. Application for a permit of an organisation incorporated outside
Uganda
PART III—REGISTER OF ORGANISATIONS
19. Register of organisations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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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NGO 등록

Regulation
20. Contents of the register.
21. Search and inspection of the register
22. Inventory of organisations
PART IV—REGUL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Registr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Refusal to register a self-regulatory body
A list of organisations subscribing to a self-regulatory body
Self-regulatory mechanism
Dissolu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Complaint against self-regulatory body
PART V—ANNUAL RETURNS AND FURNISHING OF INFORMATION

2부. 운영 및 활동

23.
24.
25.
26.
27.
28.
29.

30. Annual returns of organisations other than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31. Furnishing of information
32. Annual returns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33.
34.
35.
36.
37.
38.
39.
40.

Inspector
Powers of the inspectors
Inspector’s report
Proceedings on an inspector’s report
Right to Complain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cases
Procedure for handling a complaint
Decision of the Bureau

41.
42.
43.
44.
45.
46.

Operation of an organisation in a district
Temporary closure of operation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Request for information.
Revocation of S.I. No. 19 of 2009

3부. 우간다 정보

PART VI—INSPECTION AND COMPLAINTS

PART VII—MISCELLA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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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 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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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T A T U T O R Y

I N S T R U M E N T S

2017 No. 22.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Regulations, 2017

(Under Section 55 of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t, 2016)

IN EXERCISE of the powers conferred upon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internal affairs by section 55 of the Non – 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nd in consultation with the Bureau, these Regulations are
made this 24th day of March, 2017.
PART I—PRELIMINARY
1. Title.
These Regulations may be cited as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Regulations, 2017.
2. Interpretation.
In these Regulations,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ct” means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Bureau” means the National Bureau of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stablished under section 5 of the Act;
“governing documents” includes; constitution, articles of
association, charter or any other document providing for the
administrative structures of an organisation;
“local government” has a meaning assigned to under the Local
Government Act, Cap 243;
“Minister” means the Minister responsible for internal affairs;
“Organisation” means a legally constituted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under the Act, which may be a private voluntary
grouping of individuals or associations established to provide
voluntary services to the community or any part, but not for
profit or commercial purposes;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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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 means a record of all organisations registered under the
Act that is maintained by the Bureau in both electronic and
hard copy.
PART II—REGISTRATION OF NON – GOVERNMENTAL ORGANISATION
3.

(2)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organisation with the Bureau
shall be in Form A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4.

(a) a certified copy of a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 a copy of the organisation’s constitution or governing
documents;
(c) a chart showing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organisation;

3부. 우간다 정보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organisation.
(1) Subject to section 29(2) of the Ac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organisation under regulation 3, shall be accompanied
by—

2부. 운영 및 활동

Registration of organisation with the Bureau.
(1) Any person or group of persons incorporated as an organisation
under the Companies Act or Trustees Incorporation Act and those that
fall within the definition of an Organisation under the Act, shall register
with the Bureau.

(d) proof of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e) source of funding of the activities of the organisation;
(f)

a copies of valid identification document for at least two
founder members;

(h) a statement complying with section 45 of the Act;
(i)

a recommendation from—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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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minutes and resolutions of the members authorizing the
organisation to register with the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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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where the headquarters are located; and

(ii) the responsible ministry or ministries or a government
department or agency.
(2) For avoidance of doubt this regulation and regulation 3, shall
only apply to indigenous organisation and foreign organisation.
(3)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organisation shall be
signed by at least two founder members.
5.

Certificate of registration.
(1) where the organisation has complied with the Act and the
conditions specified in regulation 4, the Bureau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to the organisation.

(2)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shall be in Form B prescribed in
the Schedule and shall indicate the name, registration number and date
of registration of the organisation.
6.

Refusal to register an organisation.
(1) Where the Bureau refuses to register an organisation, the
Bureau shall give reasons for the refusal and notify the organisation of
its decision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the refusal.

(2) The notification under sub regulation (1), shall be in Form C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7.

Application for a permit.
(1) An organisation shall upon registration apply to the Bureau for
a permit.

(2) The application for a permit under sub regulation (1), shall be in
Form D prescribed in the Schedule.
(3) The application for a permit shall specify—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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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affing of the organisation;
(c) geographical area of coverage of the organisation;

1부. NGO 등록

(a) the operations or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d) location of the organisation’s headquarters;
(e) evidence of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and
intended period of operation not exceeding five years.

(4) Subject to section 31 of the Act and this regulation, the Bureau
shall issue an organisation with a permit to operate for the time specified
in the permit not exceeding five years.
(5) The permit shall be in Form E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and
shall indicate the name, the operations or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geographical area of operation and date of issue and expiry of the permit.

(a) the permit shall not be used for a purpose or objective other
than that for which it is issued and an organisation shall not
engage in any form of activity relating to sector other than the
sector specified in the permit;

3부. 우간다 정보

8. Conditions for a permit.
A permit issued under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shall comply with
the following conditions—

2부. 운영 및 활동

(f)

(b) the permit shall not be transferable to any other organisation or
person;
(c) the permit shall be specific to the geographical area of
operation specified in the permit;

(e) any other condition that may be specified in the permit by the
Bureau.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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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organisation shall, within fourteen days after making any
change in the area of operation, headquarters of the
organisation or activities, notify the Bureau of th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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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eview of permit.
(1) An organisation that may wish to change any condition
specified in the permit shall, apply to the Bureau in Form F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2) The application under sub regulation (1), shall be accompanied
by the proof of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3) The Bureau shall review the application and shall within fortyfive days approve or refuse to approve the application to change the
conditions in the permit.
(4) Where the Bureau refuses to approve the application to change
the conditions specified in the permit, the Bureau shall communicate to
the organisation the reasons for refusal.
10. Replacement of certificate, permit or document.
(1) Where an original certificate, permit or document issued by the
Bureau is lost, destroyed or obliterated as to become illegible, the
Bureau may issue a substitute of the original certificate, permit or
document.
(2) An organisation whose document has been lost or destroyed or
obliterated as to become illegible shall apply to the Bureau for a
replacement.
(3) An application for a replacement under sub regulation (2), shall
be in Form G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4) The applic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the prescribed fees.
(5) A substitute certificate, permit or document issued under this
regulat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the original copy.
11. Changes within the organisation or governing document.
(1) An organisation that has made changes within its structure,
address or in its governing document, shall notify the Bureau of the
changes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change.
407

103

1부. NGO 등록

(2) The notification in sub regulation (1), shall be accompanied by
a certified copy of the document or governing document containing the
changes.
(3) Where the changes relate to any condition specified in the
permit or these regulations, the organisation shall comply with
regulation 9.

(2) The application for renewal of permit, shall be in Form H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and shall be accompanied by—

2부. 운영 및 활동

12. Renewal of permit.
(1) An organisation shall apply to the Bureau for renewal of a
permit within six months before expiry of its permit.

(a) a copy of audited accounts;
(b) a copy of the annual report;

(d) a work plan and budget or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sation;
and
(e) evidence of payment of prescribed fees.

3부. 우간다 정보

(c) minutes of the annual general assembly or the governing body;

(3) Where the application for the renewal of a permit is approved,
the Bureau shall issue a permit to take effect from the date of expiry of
the previous permit.

13. Revocation of permit.
(1) Before the Bureau revokes a permit, it shall within thirty days
from the date of notice in writing request the holder of the permit to
show cause why the permit should not be re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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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ere the Bureau refuses to approve the application for renewal
shall communicate to the organisation the reasons for refu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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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notice required from the Bureau under sub regulation (1), and
section 33(2) of the Act, shall state—
(a) the ground for revocation;
(b) the brief facts of the case leading to revocation of the permit;
and
(c) any relevant evidence relating to grounds.
(3) Where the Bureau has revoked a permit of an organisation, the
Bureau shall immediately notify the organisation of the revocation in
Form I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4) A person or an organisation aggrieved by the decision of the
Bureau under this regulation may appeal to the adjudication committee.
14. Exemption of organisations.
(1) Where the Minister exempts an organisation from the
requirements of registration and issue of a permit under section 35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issue a provisional permit to the exempted
organisation to operate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six months up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2) The provisional permit shall be in Form J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3) An exempted organisation shall before the expiry of provisional
permit issued by the Minister apply for registration and issuance of a
permit in accordance with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15. Registration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1) A person or group of persons intending to form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shall apply for registration to the District NonGovernmental Monitoring Committee before operating in a district.
(2)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shall be in Form K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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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copy of the constitution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to be registered;

1부. NGO 등록

(3)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b) a recommendation from the Sub count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d) proof of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2부. 운영 및 활동

(c) a work plan and budget or strategic plan for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and

(4) Upo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specified in sub regulation
(3), the District Non-Governmental Monitoring Committee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a permit to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indicating—
(b) 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c) date of registration;

3부. 우간다 정보

(a) name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d) registration number; and
(e) geographical area of operation.
(5)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shall be in Form L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16. Refusal to register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1) The District Non-Governmental Monitoring Committee may
refuse to register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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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A permit of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shall be in Form
L1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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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objectives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as
specified in its constitution are in contravention of the laws of
Uganda;
(b)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ct;
(c) the applicant has given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n any
material particular;
(d) the proposed name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is
the similar to that of an existing organisation or any entity
operating within the district; or
(e) the proposed name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is
confusing or undesirable.
(2) For purposes of sub regulation (1) (d) and (e), the District NonGovernmental Monitoring Committee shall request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to change its proposed name before it is registered.
(3) Where the District Non-Governmental Monitoring Committee
refuses to register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the District NonGovernmental Monitoring Committee shall give reasons for the refusal
and notify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of its decision within 30
days.
(4) The notification shall be in Form M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17. Registration of organisations incorporated outside Uganda.
(1) Subject to section 34 of the Act, any organisation incorporated
outside Uganda shall apply to the Bureau for registration.
(2)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organisation incorporated
outside Uganda shall be in Form N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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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of of payment of prescribed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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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n organisation incorporated
outside Uganda shall be accompanied by—

(b) a certified copy of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from the
country of origin;

(d) a certified copy of resolution authorising registration in
Uganda;
(e) a certificate of good conduct of the signatories to the
resolution in sub regulation 3(d) or at least two board members
of the organisation;
(f)

2부. 운영 및 활동

(c) a certified copy of its constitution, or charter, or memorandum
of association, or any other documents governing the
organisation;

curriculum vitae of at least two board members of the
organisation;

(h) a recommendation from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Uganda;
(i)

a chart showing its organisational structure as stipulated in its
governing documents;

(j)

a copy of a valid identification document for at least two board
members;

3부. 우간다 정보

(g) a recommendation from their government or missions
accredited to Uganda;

(k) a work plan and budget or strategic plan for the organisation;
a statement complying with section 45 of the Act;

(m) a recommendation from—
(i)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where its headquarters will be loca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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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responsible ministry or ministries or government
department or agency.
18. Application for a permit of an organisation incorporated
outside Uganda.
(1) The application for a permit of an organisation incorporated
outside Uganda and registered with the Bureau, shall be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7 of these Regulations with the necessary modifications.
(2) Where an organisation incorporated outside Uganda, fulfills the
requirements under section 34 of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the
Bureau shall issue a permit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PART III—REGISTER OF ORGANISATIONS
19. Register of organisations.
(1) The Bureau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n up to date register of
organisations other than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2) The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shall establish and maintain an up to date register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3) The register required to be established by the Bureau and the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under
sub-regulation (1) and (2) respectively, may be maintained in an
electronic form or in any other form that permits the information
recorded or stored in the register to be readily inspected or reproduced
in a usable form.
20. Contents of the register.
(1) The register shall contain in respect of each organisation
registered with the Bureau the following—
(a)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sation;
(b) registr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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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eographical areas of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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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ate of registration;

(e) key activities or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f)

permit number;

(h) date of issue and expiry of the permit for an organisation.
(2) The Bureau may request the organisation in writing for
information for purposes of compiling and updating the register.

(2) The Bureau may prescribe the time and other conditions relating
to inspection of the register.
(3) A person may, up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apply in
writing to the Bureau for a copy of, or extract from a document or
particulars of a document in the register.

22. Inventory of organisations.
(1) The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shall keep an inventory of all the organisations operating in
th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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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ministry, department or agency of Government shall not be
required to pay any fees, for a copy of any document in the register
which is required by that ministry, department or agency of Government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3부. 우간다 정보

21. Search and inspection of the register.
(1) A person may, 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apply to the
Bureau or to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to inspect the register or any document in the register.

2부. 운영 및 활동

(g) district where the headquarters of an organisation is situa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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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shall submit to the Bureau an inventory of the organisations
and an up to date register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operating
in the district every financial year.
PART IV—REGUL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23. Registr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1) A self-regulatory body formed by two or more organisations,
shall before carrying out its operations apply to register with the Bureau.
(2)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shall,
be in Form O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3) Subject to section 37 (3) of the Act,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under sub regulation (2), shall be
accompanied by—
(a) a resolution from each of the organisations stating their
willingness to be part of a self-regulatory body;
(b) a copy of the code of conduct for the self-regulatory body;
(c) proof of a special meeting held under section 37 (4) of the Act
accompanied by—
(i) a resolution;
(ii) a copy of the minutes; and
(iii) attendance list.
(d) a copy of the organisational structure and rules of the selfregulatory body or governing document if any;
(e) physical address of the secretariat of the self-regulatory body;
(f)

a list of subscribing organisations and their physical address;

(g) proof of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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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1) Upon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in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the Bureau shall issue a self-regulatory body a certificate of
registration.
(2)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n sub regulation (1), shall be in
Form P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a) the objectives of a self-regulatory body are in contravention
with the laws of Uganda;
(b) th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does
not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d) the proposed name of a self-regulatory body is similar to that
of an existing organisation or any entity registered or
incorporated in Uganda; or
(e) the proposed name of a self-regulatory body is confusing or
undesirable.

3부. 우간다 정보

(c) a self-regulatory body has given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n any material particular relating to selfregulatory body; and

2부. 운영 및 활동

25. Refusal to register a self-regulatory body.
(1) The Bureau may refuse to register a self-regulatory body
where—

(2) For purposes of sub regulation (1) (d) and (e), the Bureau shall
request a self-regulatory body to change its proposed name before it is
registered.

(4) The notification in sub regulation (3), shall be in Form Q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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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ere the Bureau refuses to register a self-regulatory body, the
Bureau shall give reasons for the refusal and notify a self-regulatory
body of its decision within 3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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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 list of organisations subscribing to a self-regulatory body.
(1) A self-regulatory body shall maintain an up to date list of all
organisations who are subscribing members of the self-regulatory body.
(2) Every registered self-regulatory body shall submit to the Bureau
an up to date and accurate copy of the list of the organisations
subscribing with the self-regulatory body by 31st December every
calendar year.
27. Self-regulatory mechanism.
(1) A self-regulatory body that has established a self-regulatory
mechanism shall inform the Bureau in writing of its existence and mode
of operation.
(2) A self-regulatory body shall give a copy of the self-regulatory
tools, rules and standards that organisations adopt to govern them in an
agreed set up.
(3) Where a self-regulatory body which amends or changes its selfregulatory mechanism or the mode of operations, shall notify the Bureau
within 28 days from the date of the change or amendment.
28. Dissolu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1) A self-regulatory body may be dissolved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 or governing document.
(2) Where a self-regulatory body has been dissolved, it shall notify
the Bureau in writing within 7 days from the date of dissolution.
29. Complaint against self-regulatory body.
(1) A person aggrieved by the decision or conduct of a selfregulatory body may file a complaint against a self-regulatory body to
the Bureau.
(2) A complaint filed against a self-regulatory body under sub
regulation (1) shall be handled by the Bureau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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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nnual returns of organisations other than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1) An organisation other than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shall submit to the Bureau annual returns at least once in every twelve
months.

(3) The annual returns of an organisation other than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submitted to the Bureau under this regul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2부. 운영 및 활동

(2) The annual returns of organisations other than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shall be filed in Form R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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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V—ANNUAL RETURNS AND FURNISHING OF INFORMATION

(a) proof of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s;
(b) a copy of audited books of accounts;
(d)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r governing body.
(4) For purposes of sub regulation (3) (b), the audited books of
accounts shall only be made by a person authorised to audit books of
accounts under the Accountants Act, 2013.

3부. 우간다 정보

(c) a copy of an annual report; and

31. Furnishing of information
(1) An organisation shall at least once in every twelve months
declare and submit to the Bureau the following—

(2) An organisation operating in a district shall at least once in
every calendar year declare and submit to the District Technical
Planning Committee their annual budgets and work plans.
418

부록

(a) source of funds;
(b) funds received; and
(c) estimates of income and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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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n organisation shall declare and submit to the Distric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of a district where
its headquarters are located the following—
(a) source of funds;
(b) funds received; and
(c) estimates of income and expenditure.
32. Annual returns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1)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shall submit the Sub Count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annual returns
at least once in every twelve months.
(2) The annual returns of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shall
be in the Form S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3) The annual returns of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submitted to the Sub Count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under this regulation, shall be accompanied by—
(a) financial report;
(b) a copy for annual report; and
(c) minutes of the general assembly or governing board.
(4) The Sub Count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shall forward all the annual returns filed under sub regulation
(1), to the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PART VI—INSPECTION AND COMPLAINTS
33. Inspector.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section 41 of the Act, the Bureau
may designate from among its officers such number of inspectors to
investigate any matter for the purpose of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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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notice under sub regulation (2), shall be served on the office
of the organisation intended to be inspected.

(a) have access to the premises of the organisation;
(b) confiscate any incriminating document or material;
(c) interview and record statements from any person having
knowledge of the subject matter;

2부. 운영 및 활동

34. Powers of the inspectors.
(1) An inspector may in the course of inspection exercise any of the
following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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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or purposes of section 41 (5) of the Act, a notice for inspection
by the inspector shall be in Form T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d) recommend to the Bureau for an interim closure of the
premises or offices of the organisation; or

(2) In exercising his or her power under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an inspector shall suitably identify himself or herself with a
valid identification document issued by the Bureau.

3부. 우간다 정보

(e) issue a compliance noti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Act or
these Regulations.

(3) Every inspector shall immediately after conducting an
inspection issue a certificate of inspection in duplicate signed by the
inspector and a representative of the organisation.

(2) Upon receipt of the report under sub regulation (1),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Bureau s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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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Inspector’s report.
(1) An inspector shall make a report to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Bureau detailing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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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ive a copy of the report to the organisation and to the
complainant;
(b) Subject to the Access to Information Act, 2005, where the
Bureau deems it fit, give a copy of the report on request and
on payment of the prescribed fee to any person who has an
interest in the matter.
36. Proceedings on an inspector’s report.
(1) Where from a report made under regulation 35, it appears to the
Bureau that provisions of the Act have not been complied with, the
Bureau may—
(a) warn the organisation;
(b) suspend the permit of the organisation;
(c) expose the affected organisation to the public;
(d) blacklist the organisation; or
(e) revoke the permit.
(2) Where from a report made under regulation 35, it appears that
any person or organisation has committed an offence for which he or she
or is criminally liable, the Bureau shall forward the copies of the report
to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for further action.
37. Right to Complain.
(1) Any person or organisation alleging that an organisation has not
complied with the Act or these regulations has a right to complain to the
Bureau.
(2) A complaint under sub regulation (1) shall be in Form U as
prescribed in the Schedule.
(3) Subject to sub regulation (2), where a person making a
complaint is unable to read and write, he or she shall make an oral
complaint to an authorised officer of the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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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authorised officer of the Bureau shall reduce the oral report
made under sub regulation (3) in writing, interpret and explain it to the
person making the complaint in a language the person understands and
the person shall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statement is
true and correct.
(5) The complaint shall be accompanied by a copy of relevant
evidence, if any.

38. Jurisdiction to hear complaints.
The Bureau shall have jurisdiction to hear and determine all complaints
arising from—

2부. 운영 및 활동

(6) The complaint shall be filed in duplicate and the officer
receiving the complaint shall endorse a stamp or signature as proof of
submission.

(a) noncompliance with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c) failure by the Sub count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or the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to comply with
guidelines issued by the Bureau under section 6 of the Act;

3부. 우간다 정보

(b) complaints arising from the interpretation of or
noncompliance with organisation’s governing documents;

(d) the conduct of an inspector;
(e) complaints against self-regulatory bodies; or
complaints arising from failure to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39. Procedure for handling a complaint.
(1) The Bureau shall study the complaint to ascertain whether there
is a reasonable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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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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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ere the Bureau establishes that there is a reasonable case, it
shall commence an investigation in the case by—
(a) inviting any affected party to appear before the Bureau;
(b) request for further information from the complainant or the
respondent;
(c) inspect the premises of the organisation;
(d) contact any other government department, agency or ministry
for necessary co-operation in the investigation; or
(e) carrying out any other act as the Bureau deems fit.
(3) The Bureau shall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nd handling
the complaint accord the respondent the right to a fair hearing.
40. Decision of the Bureau.
(1) The Bureau shall deliver its decisi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the complaint.
(2) The decision of the Bureau shall be in writing, authenticated by
the seal of the Bureau.
(3) Any person aggrieved by the decision of the Bureau may appeal
to the adjudication committee.
PART VII—MISCELLANEOUS
41. Operation of an organisation in a district.
(1) An organisation seeking to operate in a district shall in
accordance with section 44(a) of the Act, seek approval from the Distric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and Local
Government of that area or district.
(2) The approval required under sub regulation (1) shall be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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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here the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and the Local Government refuse to grant an
approval under sub regulation (1), it shall give its reasons in writing.

(2)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sub regulation (1), shall
contain the following covenants or terms an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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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Local Government.
(1) Where the District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and the Local Government has approved an
organisation to operate in a district, the Local Government shall sign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organisation to carry out its
activities in the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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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decision to grant or refuse an approval under sub regulation
(1) shall be mad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a) term or duration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c) review process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d) dispute resolution, including legal actions, negotiations,
consultations, or executive actions;

3부. 우간다 정보

(b) description of the cooperative activities and responsibilities of
each Party under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e) waivers and rights involved i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make compensation claims related to the
execution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gainst one
another;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vision;

(g) a privacy and confidentiality provision;
(h) a provision on timing, including relevant timelines, milestones
and agreed frequency of cooper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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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e laws of Uganda shall be the law applicable;

(j)

protocol for communicating between the Parties; or

(k) a provision on termination.
(3)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under sub regulation (1),
shall be executed at least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of the approval of
the organisation to carry out its activities in a district under regulation 41
of these Regulations.
(4)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Organisation may adopt the
template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Form V in the Schedule.
43. Temporary closure of operations.
(1) An Organisation that is registered with the Bureau and has a
valid permit may apply to the Bureau in writing for approval to
temporarily close operations for a period not exceeding five years.
(2) Where the Bureau has approved the application for temporary
closure of operations shall communicate to the organisation in writing
and the Organisation shall be exempted from filing annual returns for the
period of closure.
(3) The period of closure of operations of an Organisation, shall be
carried forward for purposes of renewal of a permit.
44. Cooperation with other agencies.
(1) In the performance of its functions, the Bureau, shall cooperate
with other ministries, departments or agencies of Government.
(2)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the Bureau may enter into an arrangement with a ministry,
department or agency of Government relating to—
(a) the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he Bureau and the
ministry, department or agency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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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46. Revocation of S.I. No. 19 of 2009
The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Registration Regulations, 2009
are re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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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equest for information.
The Bureau may, request the organisation in writing for information or
any report for purposes of ensuring compliance with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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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nforcement of the compliance of the Act and these
Regulations; or

3부. 우간다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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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 Forms
FORM A

regulation 3 (2)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To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e the undersigned members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of an organisation
under the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

Name of the incorporated organisation…….......………………………
…………………………………………………………………………
…………………………………………………………………….….…
…………………………………………………………………………
……………………..…………………………………………………….

(b)

Nationality of the members …………………………………………
………….………………………………………………………………
…………………………………………………………………………
…………………………………………………………………………...

(c)

Physical address of the organisation …………………………………
…………..………………………………………………………………
…………………………………………………………………………
…………………………………………………………………………...

(d)

Telephone contacts of the organisation……………………………
…………………………………………………………….……………
………………..…………………………………………………………
……………………….…………………………………………………..

(e)

Name of each organisation or group established outside or inside
Uganda, if any, to which the organisation is affiliated or connected
to…………………………………………………………………………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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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resent number of members………………………………………
………….…………….……………………………………….…………
…………………………………………………………………………
………………………………………………………………………….
…………………………………………………………………………...

(h)

Names and positions of officers of the organisation…………..………
…………………………………………………………………………
…………………………………………………………………………
…………………………………………………………………………
…………………………………………………………………………
……..……………………………………………………………………

(i)

Names, occupation and addresses of the officers of the
organization…………………………………………………..…..……
…………………………………………………………………………
…………………………………………………………………………
…………..….……………………………………………………….…
…………………………………………………………………………
…………………………………………………………………………
…………………………………………………………………………...

(j)

Sources of funding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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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or classes of persons to whom membership of the organisation is
open……………………………………………………………………
………..…………………………………………………………………
…………………………………………………………………………
……………………….…………………………………………………

3부. 우간다 정보

(g)

2부. 운영 및 활동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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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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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Property (if any) owned by the organisation……………………………
……………………………………………………………………….…
…………………………………………………………………………
…………………………………………………………………………
……………………….…………………………………………………..

(l)

Manner in which that property is held, acquired or vested………………
…………………………………………………………………………
…………………………………………………………………………
…………………………………………………………………………

(m)

Bankers of the organisation……………….……………………………
……………..…………………………………………..………………
…………………………………………………………………………
…………………………………………………………………………
…………………….……………………………………………………..

(n)

Any privileges, immunities and exemptions requested by the
organisation
from
the
Government
… … … … … … … … … … … … … … …
…………………………………………………………………………
…………………………………………………………………………
…………………………………………………………………………
…………………………………………………………………………
…………………………………………………………………………
…………………………………………………………………………...
Names, signatures and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at least two
members:
…………………………………………………………………………
…………………………………………………………………………
…………………………………………………………………………
…………………………………………………………………………
…………………………………………………………………………
……………………………………………………………..……………
…………………………………………………………………………..
……………………………………………………….…………………
…………………………………………………………………………
……………………..…………………………………….………………
……………………….……….…………………………………………
…………………………………………..……………………………….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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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UGA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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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B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CERTIFICATE OF REGISTRATION
Registration Number:

Dated at Kampala, this………………..day of …………………20……

3부. 우간다 정보

…………………………………………….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2부. 운영 및 활동

I CERTIFY that …………………….…………………………………………
………………………………………………….………………………………
…………………………............…………………………...has been registered
with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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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C

regulation 6 (2)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NOTIFICATION OF REFUSAL TO REGISTER AN ORGANISATION
TAKE NOTICE that the application number ………. dated this ………..day
of……….20…….of……………………………………………………………
………………………………………………………….. (stat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s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Bureau, has been refused
on the following grounds ………………………………………………………
…….…………..……….………………………………………………………
…………………………………………………………………………………
…………………………………………………………………………………
…………………………………………………………………………………
Dated this ………………..day of …………………20……
…………………………………………….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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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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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D

APPLICATION FOR A PERMIT
To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b)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organisation ……………………………

(c)

Physical address of the organisation……………………………………
……………………………………………..……………………………
…………………………………………………………………………
…………………………………………………………………………...

(d)

List of operations/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
…………………………………………………….……………………
………..…………………………………………………………………
…………………………………………………………………………
…………………………………………………………………………
…………………………………………………………..………………
…………………………………………….……………………………..

(e)

The staffing structure of the organisation………………………………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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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of the registered organisation…….......…………………………
…………………………………………………………………………
…………………………………………………………………….….…
…………………………………………………………………………...

3부. 우간다 정보

(a)

2부. 운영 및 활동

We the undersigned members hereby apply for a permit for an organisation
registered under the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or the
Companies Act, 2012 or the Trustees Incorpor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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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The geographical area or districts of coverage of the organisation
…………………………………………………………………………
…..………………………………………………………………………
…………………………………………………………………………
………………….………………………………………………………

(g)

The location of the organisation’s headquarters …………………….
…………….……………………………………….……………………
…………………………………………………………………………
……………………………………………………….…………………
…………………………………………………………………………...

(h)

Period of time requested for a permit not exceeding five years …………
…………………………………………………………………………
…………………………………………………………………………
…………………………………………………………………………...
Names, signatures and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at least two
members of the organisation:
…………………………………………………………………………
…………………………………………………………………………
…………………………………………………………………………
…………………………………………………………………………
…………………………………………………………………………
……………………………………………………………..……………
…………………………………………………………………………..
……………………………………………………….…………………
…………………………………………………………………………...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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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7 (5)

THE REPUBLIC OF UGANDA

1부. NGO 등록

FORM E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PERMIT TO OPERATE AN ORGANISATION
Permit Number:

This permit shall be valid for …………………………………… (insert the
number of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3부. 우간다 정보

This permit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
……..……………………………………………………………………………
………...………………………………………………………………………
…………………………………………………………………………………..

2부. 운영 및 활동

I HEREBY CERTIFY that……………………………………………………
………………………………………………………(stat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sation) has this ………day of …………………20… been
issued with a permit to operate in Uganda under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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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F

regulation 9 (1)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PPLICATION TO REVIEW A PERMIT
To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e the undersigned members hereby apply for a review of a permit issued by
the Bureau.
(a)

Name of the registered organisation…….......…………………………
…………………………………………………………………………
…………………………………………………………………….….…
…………………………………………………………………………...

(b)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organisation …………………………....

(c)

Physical address of the organisation……………………………………
……………………………………………..……………………………
…………………………………………………………………………
…………………………………………………………………………

(d)

List of operations/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include………………
………………………………………………………………….………
……………………..……………………………………………………
…………………………………………………………………………
…………………………………………………………………………
………………………………………………………………………..…
………………………………………………………….………………
…………………………………………….

(e)

Specify the changes proposed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 proposed
changes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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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he location of the organisation’s headquarters …………….…………
….……………………………………….………………………………
…………………………………………………………………………
…………………………………………….……………………………
…………………………………………………………………………

(h)

The date of expiry of the current permit …………………………………
…………………………………………………………………………
…………………………………………………………………………
…………………………………………………………………………...

3부. 우간다 정보

Names, signatures and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at least two
members of the organisation: ……………………………………………
…………………………………………………………………………
…………………………………………………………………………
…………………………………………………………………………
…………………………………………………………………………
…………………………………………………………………………
……………………..……………………………………………………
…………………………………..………………………………………
……………….…………………………………………………………..

2부. 운영 및 활동

The geographical area or districts of coverage of the organisation
…………………………………………………………………………
…..………………………………………………………………………
…………………………………………………………………………
………………….………………………………………………………..

1부. NGO 등록

(f)

Date…………………….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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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G

regulation 10 (3)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PPLICATION REPLACEMENT OF CERTIFICATE OR PERMIT
To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e the undersigned members hereby apply for a substitute……………….
…………………………………………… (insert the name of document to be
replaced) that was issued by the Bureau on this ………day of …………..20….
(a)

Name of the registered organisation…….......…………………………
…………………………………………………………………………
…………………………………………………………………….….…
…………………………………………………………………………...

(b)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organisation ……………………………

(c)

Physical address of the organisation……………………………………
……………………………………………..……………………………
…………………………………………………………………………
…………………………………………………………………………
…………………………………………………………………………...

(d)

Specify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original certificate, permit or
document issued by the Bureau was lost or destroyed or obliterated.
…………………………………………………………………………
…………………………………………………………………………
…………………………………………………………………………
…………………………………………………………………………
…………………………………………………………………………
…………………………………………………………………………
…………………………………………………………………………
………………………….………………………………………………
…………………………………………………………………………
…………….……………………………………………………………
………………………………………………………………(attach any
releva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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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운영 및 활동

Date…………………….

1부. NGO 등록

Names, signatures and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at least two
members representing the organisation:
…………………………………………………………………………
…………………………………………………………………………
…………………………………………………………………………
…………………………………………………………………………
…………………………………………………………………………
……………………………………………………………..……………
…………………………………………………………………………..
……………………………………………………….…………………
…………………………………………………………………………...

3부. 우간다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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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G

regulation 10 (3)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PPLICATION REPLACEMENT OF CERTIFICATE OR PERMIT
To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e the undersigned members hereby apply for a substitute……………….
……………………………………………. (insert the name of document to be
replaced) that was issued by the Bureau on this ………day of …………..20….
(a)

Name of the registered organisation…….......…………………………
…………………………………………………………………………
…………………………………………………………………….….…
…………………………………………………………………………...

(b)

The registration number of the organisation ……………………………

(c)

Physical address of the organisation……………………………………
……………………………………………..……………………………
…………………………………………………………………………
…………………………………………………………………………
…………………………………………………………………………...

(d)

Specify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original certificate, permit or
document issued by the Bureau was lost or destroyed or obliterated.
…………………………………………………………………………
…………………………………………………………………………
…………………………………………………………………………
…………………………………………………………………………
…………………………………………………………………………
…………………………………………………………………………
…………………………………………………………………………
………………………….………………………………………………
…………………………………………………………………………
……………………………………………….…………………………
…………………………………………………………………………
…………………………………………(attach any releva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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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부. 운영 및 활동

…………………………………………………………………………
…………………………………………………………………………
…………………………………………………………………………
…………………………………………………………………………
…………………………………………………………………………
……………………………………………………………..……………
…………………………………………………………………………..
……………………………………………………….…………………
…………………………………………………………………………
………………………..…………………………………………………

1부. NGO 등록

Names, signatures and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at least two
members representing the organisation:

3부. 우간다 정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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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H

regulation 12 (2)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PPLICATION RENEWAL OF APERMIT
To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e the undersigned members hereby apply for renewal of permit issued by the
Bureau under the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

Name of the organisation………………………………………………
……………………………………………………….…………………
…………………………………………….……………………………..

(b)

Country of origin…………………………………………………………

(c)

District (s) of operation…………………………………………………
…………………………….……………………………………………
………………………….………………………………………………..

(d)

Sector (s) of intervention…………………………………………………
………………………….………………………………………………
……………………………..…………………………………………….

(e)

Activities in the previous work plan……………………………………
…………………………………………………………………………
…………………………………………………………………………
…………………………………………………………………………
…………………………………….……………………………………
……………………………………….…………………………………

(f)

Activities accomplished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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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te if there is any change of sources of funding
…
.
.
…
…
…
…
…
…
…
…
…………………………………………………………………………
……………………………………………………….………………….
…………………………………………………………….……………
………………………………………………………………….………

(b) Constraints or challenges…………………………………….……………
…………………………………………………………………………
…………………………………………………………………………..
…………………………………………………………………………
…..………………………………………………………………………
Solutions. ………………………………………………………………
…………………………………………………………………………
…………………………………………………………………………
…………………………………………………………………………
…………………………………………………………………………

(d)

Future plans ……………………………………………………………
…………………………………………………………………………
…………………………………………………………………………
…………………………………………………………………………..

(e)

The date of expiry of the previous permit ………………………………
…………………………………………………………………………
…………………………………………………………………………...

3부. 우간다 정보

(c)

2부. 운영 및 활동

Sources of funding ………………………………………………………
………………………………….………………………….……………
………………………….………………………………………………..

1부. NGO 등록

(g)

Names, signatures and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at least two
members of the organis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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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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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

regulation 13 (3)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PPLICATION RENEWAL OF APERMIT
NOTICE OF REVOCATION OF A PERMIT
TAKE NOTICE that Permit number ……..…. dated this……...day of
……………...20…….of………………………………………………………
……………………………………………………………….. (stat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sation) has been revoked by Bureau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on the following grounds ……………………….………
…………………………………………………………………………………..
……….…………………………………………………………………………
…………………………………………………………………………………
…………………………………………………………………………………
…………………………………………………………………………………

Dated this ………………..day of …………………20……

…………………………………………….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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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UGANDA

regulation 14 (2)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1부. NGO 등록

FORM J

PROVISIONAL PERMIT
Permit number:
2부. 운영 및 활동

I HEREBY CERTIFY that……………………………………………………
…………………………………………………………………………………
(stat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sation) has this ……………day of
…………………20……… been issued with a provisional permit to operate in
Uganda under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This provisional permit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This provisional permit shall be valid for ……………………. (insert the number
of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3부. 우간다 정보

…………………………………………………………………………………
….………………………………………………………………………………
……..……………………………………………………………………………
………...………………………………………………………………………
…………………………………………………………………………………

…………………………………………….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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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K
THE REPUBLIC OF UGANDA

regulation 15 (2)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To the chairperson
Distric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We the undersigned members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of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under the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

Proposed name of the organisation…….......…………………………
…………………………………………………………………………
…………………………………………………………………….….…
…………………………………………………………………………..

(b)

Nationality of the members ………………………………………….…
…………………………………………………………………………
…………………………………………………………………………...

(c)

Physical address of the organisation ……………………………………
…..………………………………………………………………………
…………………………………………………………………………
…………………………………………………………………………...

(d)

Telephone contacts of the organisation…………………………………
…………………………………………………….……………………
………..…………………………………………………………………

(e)

Name of each organisation or group established outside or inside
Uganda, if any, with which the organisation is affiliated or connected
to…………………………………………………………………………
….……………………………………………………………………..…
…………………………………………………………………………
…………………………………………………………………………
…………………………………………………………………………...

(f)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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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number of members……………………………………………
…….……………………………………….……………………………
…………………………………………………………………………
……………………………………………………….…………………
…………………………………………………………………………...

(i)

Names and positions of officers of the organisation…………..…………
…………………………………………………………………………
…………………………………………………………………………
…………………………………………………………………………
…………………………………………………………………………
…..………………………………………………………………………

(j)

Names, occupation and addresses of the officers of the
organisation…………………………………………………..…..………
…………………………………………………………………………
…………………………………………………………………………
………..….……………………………………………………….……
…………………………………………………………………………
…………………………………………………………………………
…………………………………………………………………………
………………………………………………..…………………………
…………………………………………………………………………
………………………….………………………………………………
…………………………………………………………………………..

(k)

Sources of funding ………………………………….…………………
…………………………………………………………………………
………..…………………………………………………………………
………………………………………..………………………………….

446

부록

(h)

3부. 우간다 정보

Class or classes of persons to whom membership of the organisation is
open……………………………………………………………………
………..…………………………………………………………………
…………………………………………………………………………
……………………….…………………………………………………..

2부. 운영 및 활동

(g)

1부. NGO 등록

…………………………………………………………………………
…………………………………………………………………………
………………….………………………………………………………
…………………………………………………………………………
……………….…………………………………………………………..

142 NGO 길라잡이-우간다

(l)

Property (if any) owned by the organisation……………………………
…………………………………………………………….……………
…………………………………………………………………………
…………………………………………………………………………
…………….………………………….…………………………………

(m)

Manner in which that property is held, acquired or sted…………………
…………………………………………………………………………...

(n)

Bankers of the organisation……………….……………………………
……………..…………………………………………..………………
…………………………………………………………………………
…………………………………………………………………………
…………………….……………………………………………………

(o)

Any privileges, immunities and exemptions requested by the
organisation
from
the
Government
… … … … … … … … … … … … … … …
…………………………………………………………………………
…………………………………………………………………………
…………………………………………………………………………
…………………………………………………………………………
…………………………………………………………………………
…………………………………………………………………………
Names, signatures and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at least two
members:………………………………………………………………
…………………………………………………………………………
…………………………………………………………………………
…………………………………………………………………………
…………………………………………………………………………
………………………………………………………………………..…
…………………………………………………………………………
…………..……………………………………………………….………
…………………………………………………………………………
…………………………………..…………………………………….…
…………………………………….……….……………………………
………………………………………………………..………………….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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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UGANDA

regulation 15 (5)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1부. NGO 등록

FORM L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Registration number:

This certificate of registration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Dated at ………….., this………………..day of …………………20……

3부. 우간다 정보

…………………………………………………………………………………
….………………………………………………………………………………
……..……………………………………………………………………………
………...………………………………………………………………………
…………………………………………………………………………………
…………………… (insert thethe objectives or activities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and geographical area of operations.)

2부. 운영 및 활동

I CERTIFY that …………………….…………………………………………
………………………………………………….………………………………
…………………………............…………………………...has been registered
with Distric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
Chairperson,
Distric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부록

448

144 NGO 길라잡이-우간다

FORM L1
THE REPUBLIC OF UGANDA

regulation 15 (6)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PERMIT TO OPERATE A COMMUNITY BASED OGANISATION
Permit Number:
I HEREBY CERTIFY that……………………………………………………
……………………………………………………………………… (stat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has this
……………day of …………………20…been issued with a permit to operate
in Uganda under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This permit is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
….………………………………………………………………………………
……..……………………………………………………………………………
………...………………………………………………………………………
…………………………………………………………………………………..

This permit shall be valid for ……………..……………… (insert the number of
months) from the date of issue.
…………………………………………….
Chairperson,
Distric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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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UGANDA

regulation 16 (4)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1부. NGO 등록

FORM M

NOTIFICATION OF REFUSAL TO REGISTER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
Executive Director,
Distric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3부. 우간다 정보

Dated this ………………..day of …………………20……

2부. 운영 및 활동

TAKE NOTICE that the application number ……….……………… dated this
………..of……….20…….of…………………………………………………
…………………………………………………………………….. (state full
name and address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for registration with
the Distric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has been
refused on the following grounds…………………………………………
…………………………………………….……………………………………
…
…
……….…………………………………………………………………………
…………………………………………………………………………………
…………………………………………………………………………………
…………………………………………………………………………………
…………………….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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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N
THE REPUBLIC OF UGANDA

regulation 17 (2)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ORGANISATION
INCORPORATED OUTSIDE UGANDA
To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e the undersigned members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of an Organisation
incorporated outside under the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

Name and incorporation number of the Organisation…....………………
…………………………………………………………………………
…………………………………………………………………….….…
…………………………………………………………………………..

(b)

Nationality of the members …………………………………………
………….………………………………………………………………
…………………………………………………………………………...

(a)

Physical address of the organisation ……………………………………..
…………………………………………………………………………
…………………………………………………………………………
…………………………………………………………………………...

(b)

Telephone contacts of the organisation…………………………………
…………………………………………………….……………………
………..…………………………………………………………………

(c)

Name of each organisation or group established outside or inside
Uganda, if any, with which the organisation is affiliated or connected
to…………………………………………………………………………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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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Present number of members……………………………………………
…………….……………………………………….……………………
…………………………………………………………………………
……………………………………………………………….…………
…………………………………………………………………………
……………………………….………

(g)

Names and positions of officers of the organisation…………..…………
…………………………………………………………………………
…………………………………………………………………………
…………………………………………………………………………
…………………………………………………………………………
…..………………………………………………………………………
………………………….………………………………………………..

(h)

Names, occupation and addresses of the officers of the organisation……
…………………………………………..…..…………………………
…………………………………………………………………………
………………………………………………………………..….………
……………………………………………….…………………………
…………………………………………………………………………
…………………………………………………………………………
…………………………………………………………………………
…………………………..………………………………………………
…………………………………………………………………………
…………………………………………………………………………..

452

부록

Class or classes of persons to whom membership of the organisation is
open……………………………………………………………………
………..…………………………………………………………………
…………………………………………………………………………
……………………….…………………………………………………

3부. 우간다 정보

(e)

2부. 운영 및 활동

Objectives of the organisation ………………………………………
…………………………………………………………………………
…………………………………………………………………………
…………………………………………………………………………
…………………………………………………………………………
…………………………………………………………………………
…………………………………………………………………………
…………………………………………………………………………
…………………….……………………………………………………
…………………………………………………………………………..

1부. NGO 등록

(d)

148 NGO 길라잡이-우간다

(i)

Sources of funding ……………………………….……………………
…………………………………………………………………………
……..……………………………………………………………………
……………………………………..……………………………………
………………….………………………………………………………..

(j)

Property (if any) owned by the organisation……………………………
……………………………………………………………………….…
…………………………………………………………………………
…………………………………………………………………………
……………………….………………………….………………………

(k)

Manner in which that property is held, acquired or vested………………
…………………………………………………………………………
…………………………………………………………………………
…………………………………………………………………………

(l)

Bankers of the organisation……………….……………………………
……………..…………………………………………..………………
…………………………………………………………………………
…………………………………………………………………………
…………………….……………………………………………………

(m)

Any privileges, immunities and exemptions requested by the
organisation from the Government ………………………………………
…………………………………………………………………………
…………………………………………………………………………
…………………………………………………………………………
…………………………………………………………………………
…………………………………………………………………………...
Names, signatures and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at least two
members:
…………………………………………………………………………
…………………………………………………………………………
…………………………………………………………………………
…………………………………………………………………………
…………………………………………………………………………
……………………………………………………………..……………
…………………………………………………………………………..
……………………………………………………….…………………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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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UGANDA

regulation 23 (2)

1부. NGO 등록

FORM O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ELF-REGULATORY
BODY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We the undersigned members hereby apply for registration of self-regulatory
body under the Non- 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 Proposed name of self-regulatory body……………..…....………………
……………………………………………………………………………
………………………………………………………………….….………
……………………………………………………………………………

(c) Name of each organisation subscribing to the self-regulatory body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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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Objectives of the self-regulatory body
……………………………………………………………………………
……………………………………………………………………………
……………………………………………………………………………
……………………………………………………………………………
……………………………………………………………………………
……………………………………………………………………………
…………………………………………………………………….………
……………………………………………………………………………

3부. 우간다 정보

(b) Physical address of the secretariat of self-regulatory body
……………………………………………..………………………………
……………………………………………………………………………
……………………………………………………………………………

2부. 운영 및 활동

To

150 NGO 길라잡이-우간다

…………………………………………….………………………………
……………………………………………………………………………
……………………………………………….……………………………
……………………………………………………………………………
(e) Names, occupation and addresses of the officers of the self-regulatory
body………..………………………………………..…..………
……………………………………………………………………………
……………………………………………………………………………
………………………………………………….…………………………
……………………………………………………………………………
……………………………………………………………………………
……………………………………………………………………………
………..……………………………………………………………………
………………………………………….…………………………………
……………………………………………………………………………
……………………………………………………………………………
……………………………………………………………………………
(f) Sources
of
funding…………………………………………………
……………………………….……………………………………………
…………………………………………………..…………………………
…………………………………………………………………………
……………………………………………….……………………………
(g) Property (if any) owned by the self-regulatory body……………………
……………………………………………………………………….……
……………………………………………………………………………
……………………………………………………………………………
………………………….…………………………………………………
(h) Manner in which that property is held, acquired or vested………………
……………………………………………………………………………
……………………………………………………………………………
……………………………………………………………………………
(i) Bankers of the self-regulatory body………….…………………………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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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 signatures and passport size photographs of at least two representatives
of the self-regulatory body:

3부. 우간다 정보

…………………………………………………………………………………
…………………………………………………………………………………
…………………………………………………………………………………
…………………………………………………………………………………
…………………………………………………………………………………
……………………..……………………………………………………………
……………………………………………………….…………………………
…………………………………………………………………………………
………………………………….……………………………………….………
.…………………………………………………………………………………
………………………………….………………………….……………………

2부. 운영 및 활동

……………………………………………………………………………
……………………………………………………………………………
……………………………………………………………………………
……………………………………………………………………………
……………………………………………………………………………
……………………………………………………………………………
……………………………………………………………………………

1부. NGO 등록

(j) Any privileges, immunities and exemptions requested by the selfregulatory from the Government

Date…………………….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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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P

regulation 24 (2)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CERTIFICATE OF REGISTRATION OF A SELF-REGULATORY
BODY
Registration Number:
I CERTIFY that …………………….…………………………………………
………………………………………………….………………………………
……………………............…………………………...has been registered with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s a self-regulatory
body.
Dated at Kampala, this………………..day of …………………20……

…………………………………………….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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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25 (4)

THE REPUBLIC OF UGANDA

1부. NGO 등록

FORM Q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NOTIFICATION OF REFUSAL TO REGISTER A
SELF-REGULATORY BODY

…………………………………………….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3부. 우간다 정보

Dated this ______ day of _______________, 20 ____

2부. 운영 및 활동

TAKE NOTICE that the application number ………. dated this
………..of……….20…….of…………………………………………………
…………………………………………………………………….. (state full
name and address of a self-regulatory body) for registration with the Bureau,
has been refused on the following grounds…………………………………
…………………………………………….……………………………………
……….…………………………………………………………………………
…………………………………………………………………………………
…………………………………………………………………………………
…………………………………………………………………………………

부록

458

154 NGO 길라잡이-우간다

FORM R

regulation 30 (2)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NNUAL RETURNS OF ORGANISATIONS OTHER THAN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To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nnual returns of the …………………………………………………..(insert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for the period ………to……………., 20 ……
1.

Date of the annual Board or General meeting in the year ending on
………………….., 20….

2.

Number of members of the organisations as at ……………., 20……

3.

Full names, occupation and addresses of the officers as at……, 20……
(a) ……………………………………………………………………
(b) ………………………………………………………………………
(c) ………………………………………………………………………
(d) ………………………………………………………………………
(e) ………………………………………………………………………
(f) ………………………………………………………………………
(g) ………………………………………………………………………
(h) ………………………………………………………………………

4.

If there has been any change sinc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the date of the last annual return, whichever is later, then specify the
change in the appropriate paragraph as follows:
(a) Name of the organis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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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The source of funds for the previous year ending ……………20….

6.

The total funds received for the previous year ending……..20……

7.

The total estimates of income and expenditure for the current year starting
………….20……..

3부. 우간다 정보

(d) The classes or classes of persons to whom its membership is open
………………………………………………………………………
………………………………………………………………………
………………………………………………………………………
………………………………………………………………………
…………………………………………………………………..…
………………………………………………………………………

2부. 운영 및 활동

(c) Any affiliation to an organisation or group established outside Uganda
………………………………………………………………………
………………………………………………………………………
………………………………………………………………………
…………………………………………………………….…………
……………………………………………………………………
………………………………………………………………….……

1부. NGO 등록

(b) Objects, Constitution or rules of the organization
………………………………………………………………………
………………………………………………………………………
………………………………………………………………………
………………………………………….……………………………
……………………………………………….………………………

Names and signatures of at least two representatives of the organisation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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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156 NGO 길라잡이-우간다

FORM S

regulation 32 (2)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ANNUAL RETURNS OF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To

The Chairperson
District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Thru:

The Chairperson
Sub county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Monitoring Committee

Annual returns of the ………………………. (insert the name of a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for the period…………………to……………., 20 ……
1.

Date of the annual Board or General meeting in the year ending on ……..,
20…...

2.

Number of members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as at
……………., 20……

3.

Full names, occupation and addresses of the members as at…….., 20…
(a)
(b)
(c)
(d)
(e)
(f)
(g)

………………………………………………………………………
………………………………………………………………………
………………………………………………………………………
………………………………………………………………………
………………………………………………………………………
………………………………………………………………………
………………………………………………………………………

(h) If there has been any change since the date of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the date of the last annual return, whichever is later,
then specify the change in the appropriate paragraph as fol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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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Any affiliation to an organisation or group established outside Uganda
………………………………………………………………………
………………………………………………………………………
………………………………………………………………………
…………………………………………………………….…………
………………………………………………………………………
………………………………………………………………….……

4.

The source of funds for the previous year ending ……………20….

5.

The total funds received for the previous year ending……..20……

6.

The total estimates of income and expenditure for the current year starting
………….20……..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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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s and signatures of at least two members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
……………………………………………………………………………
……………………………………………………………………………
……………………………………………………………………………
……………………………………………………………………………

3부. 우간다 정보

(h) The classes or classes of persons to whom its membership is open
………………………………………………………………………
………………………………………………………………………
………………………………………………………………………
………………………………………………………………………
…………………………………………………………………..……
………………………………………………………………………

2부. 운영 및 활동

(f) Objects, constitution or rules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s
………………………………………………………………………
………………………………………………………………………
………………………………………………………………………
………………………………………….……………………………
……………………………………………….………………………

1부. NGO 등록

(e) Name of the Community Based Organisation…………………………
………….……………………………………………………………
……………………..…………………………………………………

158 NGO 길라잡이-우간다

FORM T

regulation 33 (2)

THE REPUBLIC OF UGANDA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To

NOTICE OF INSPECTION
…………………………………..…….
………………………………….………
…………………………………………
………………………………………….

TAKE NOTICE that an inspector designated by the Bureau under 41 (3) of the
Act and regulation 33(2), shall be carrying out an inspection or the premises or
any other asset of your organisation on the ……….. day of ……………..
20…… at …………… O’clock in the forenoon/afternoon or as soon thereafter.
The purposes of the inspection shall be;……………………………………
…………………………………………….……………………………………
……….…………………………………………………………………………
…………………………………………………………………………………
…………………………………………………………………………………
…………………………………………………………………………………
Dated this ______ day of _______________, 20 ____

…………………………………………….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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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37 (2)

THE REPUBLIC OF UGANDA

1부. NGO 등록

FORM U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COMPLAINT FORM
The Executive Director
National Bureau for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We the complainant (s) hereby raise a complaint against an Organisation or
self-regulatory body (delete whichever is not applicable) for not complying
with the Act or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e Act as stated hereunder—
PARTICULARS OF THE COMPLAINANT (S)
Name…………………….……………………………………………..

(b)

Address…………………………………………………………………..

(c)

Phone Number…………………………………………………………
PARTICULARS OF ORGANISATION OR SELF-REGULATORY
BODY COMPLAINED AGAINST.

(a)

Name…………………….……………………………………………..

(b)

Address…………………………………………………………………..

3부. 우간다 정보

(a)

2부. 운영 및 활동

To

NATURE OF THE COMPLAINT, WITH BRIEF FACTS

(a)

First name

…………………………………………………………….

(b)

Surname na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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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use a separate sheet if the space is not enough)
.
PARTICULARS OF A WITNESS (if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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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ddress

………………………………………………………………

(d)

Occupation …………………………………………………………….

(e)

Telephone Number………………………………………………………
ANY OTHER PENDING COMPLAINT.

Has the complainant made any similar pending complaint against the
organisation or self-regulatory body to any other institution or body? (Tick)
Yes: __________________
No:___________________
If yes, give particulars of previous complaint and to whom the complaint was
made.
……………………………………………………………………………………………
……………………………………………………………………………………………
……………………………………………………………………….……………………
(use a separate sheet if the space is not enough).
For official use only
Received by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mplaint No.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of receip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CLARATION
I/ we hereby declare that to the best of my/ our knowledge and belief all the
particulars furnished in this complaint are true and correct.
Date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complainant (s).

________________________
Where applicable attach any relevant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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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42 (4).

THE REPUBLIC OF UGANDA

1부. NGO 등록

FORM V

THE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ACT, 2016
TEMPLATE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E LOCAL GOVERNMENT OF ……………………..
AND
THE …………………………………ORGANISATION
1.

2. General
1.1 The ………………………………………………………………………
(insert in the name of the Local government) are working in partnership
with the …………………………………… (insert in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to ………………………………………….. (insert in the
The programme is managed
main activity or project).
by……………………… (insert in the name of the manager or funder).

3부. 우간다 정보

Introduction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records the understandings reached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of …………………………District (insert
in the name of the Local government) and ……………………….
Organisation (insert in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relating to the
…………………………… (insert in the main activity or project).

2부. 운영 및 활동

BETWEEN

1.2 The Programme is based in …………………………. (insert in the
physical location or beneficiaries of the project or activity).

3.

Commencement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commence on the ………..day
of …………20….. and end on the ……….day of ………20…….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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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The long term goal of the program is……………………………… (insert in
the main goal or objective of the program)

162 NGO 길라잡이-우간다

4.

Variation
Any variation to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be mutually
determined in writing by both parties.

5.

Agre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The Local Government agrees to undertake the following key tasks,
responsibilities:
……………………………………………………………………………
……………………………………………………………………………
……………………………………………………………………………
……………………………………………………………………………
……………………………………………………………………………
……………………………………………………………………………
……………………………………………………………………………
……………………………………………………………………………
……………………………………………………………………………

6.

Partner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NGO
The intent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s to form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Organisation (insert in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in order to—
……………………………………………………………………………
……………………………………………………………………………
……………………………………………………………………………
……………………………………………………………………………
……………………………………………………………………………
……………………………………………………………………………

7.

Agreement of the Organisation
The Organisation (insert in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agrees to
undertake the following key tasks, responsibilities: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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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tion
The parties may terminate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at any
time, by mutual agreement in writing.

1부. NGO 등록

8.

In the event of termination, the Organisation will take immediate steps to
bring its work to a close in a prompt and orderly manner and to reduce
expenditure to a minimum.
9.

(b) The parties may mutually determine to suspend or terminate any part,
or all of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in the event of force
majeure.

2부. 운영 및 활동

Extraordinary Events
(a) Neither party shall be liable for any failure to perform or any delay in
performing under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o the extent
that the cause of such failure or delay is beyond that party’s reasonable
control, (force majeure), provided notice claiming suspension of its
obligations is given as soon as practicable.

10.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shall be governed by the Laws of
Uganda.

For and on behalf of the
Organisation

For and on behalf of the Local
Government

…………………………………
Signature

……………………………………
Signature

…………………………………
Full Name

……………………………………
Full Name

…………………………………
Position

……………………………………
Position

…………………………………
Date

……………………………………
Date
HON. (GEN) ODONGO JEJE (MP.)
Minister of Intern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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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ED

3부. 우간다 정보

SIG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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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Action Aid 고용계약서 양식
출처 : Uganda ActionAid 제공

165

1부. NGO 등록
2부. 운영 및 활동

3부. 우간다 정보

부록

우간다 NGO 길라잡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가나다 순)
Christine Aboke

ActionAid Uganda

Nikita Juliet Ovon

현지 변호사

신현철

KUCSS

임현석

비전케어

조현아

HoE

편집 : KCOC 사업지원팀 박현정
발 행 정 보
발

행

발

행

처

KCOC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일

2017년 11월

주

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로 54 TAF빌딩 4층

전

화

02-2279-1704~6

팩

스

02-2279-1719

홈 페 이 지

www.ngokcoc.or.kr

디자인·인쇄

리드릭

* 본 발간물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시민사회협력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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