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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pay

Centrepay란?
Centrepay는 Centrelink 보조금을 받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청구서 직접 납부 무료 서비스입니다. 
Centrepay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은 수령하는 
보조금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공제하여 
승인된 Centrepay 기관에 전자 송금하는 방식으로 
청구서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Centrepay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는?
Centrepay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서비스입니다. 
Centrepay를 사용하면 편리하며 안전하고 
확실하게 청구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매달 또는 분기마다 목돈으로 납부하는 대신 
보조금에서 적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자금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Centrepay로 납부할 수 
있는 청구서는?
Centrepay로 다음과 같은 청구서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집세

•	전화요금

•	전기, 가스, 수도 요금

•	교육비

• 구급차 이용료

•	보육비

•	홈케어 서비스 비용

•	무이자 대출금

•	가재도구 임차료



3

Centrepay에 등록된 기관이나 
개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납부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락하여 
Centrepay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에게 연락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료는?
Centerpay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대상 기관이나 
개인은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이 수수료는 절대 
여러분에게 전가될 수 없습니다. 만약 기관이나 
개인이 여러분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고 여긴다면, 
먼저 해당 기관이나 개인과 상의하십시오. 그들의 
대응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최소 납부 가능 금액은?
Centrepay로 납부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2
주일에 10달러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요구하는 최소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납부하고자 하는 기관에 연락해서 최소 금액을 
확인하십시오.

Centrepay 신청 방법은?
일부 기관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신청 절차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Centrepay 공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umanservices.gov.au/onlineservice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저희에게 전화로 연락

•	저희 Service Centres 중 한 곳에서 Centrepay 
공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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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pay 신청 시 제공해야 
하는 개인 정보는?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신의 Customer Reference Number(CRN)

•	납부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

•	납부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주소 및 
전화번호(있을 경우)

•	납부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Centrelink 
Reference Number (555로 시작)—온라인으로 
공제 서비스를 신청할 때, 납부하려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연락하거나 저희에게 전화하여 이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계정 및/혹은 청구 번호. 예를 들어 전기 
사용 계정/요금 청구 번호

•	2주마다 보조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금액

•	공제 대상 보조금

•	공제를 시작하려는 보조금 지급일.

신청 접수 후 저희는 여러분에게 공제 세부명세 
확인 서한을 발송하고, 여러분이 Centrelink 
보조금을 받는 당일 여러분이 지명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제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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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pay 공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humanservices.gov.au/onlineservices 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이 안내책자 뒤에 있는 해당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공제를 변경,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Service Centres 중 
어디서나 Centrepay 공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청을 접수하면 
여러분에게 확인 서한을 발송하고 여러분이 
납부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여러분의 변경, 정지 
또는 취소 내용을 통보합니다.

Centrepay 공제 명세에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공제 명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최대 13주 동안 공제를 일시 정지

•	공제가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향후 종료 일자를 
요청

•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공제가 
중단되도록 목표 금액을 설정 또는 변경

•	납부하고 있는 공제 금액을 새로운 금액으로 
변경하거나 금액을 일시적으로 변경

•	언제라도 공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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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 변경되었을 때 
발생하는 일은?
Centrelink 보조금에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요청한 금액 전액을 공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수입 또는 소득 때문에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	보조금이 줄거나 미지급기간에 해당되어 정지된 
경우

•	초과지급과 같은 다른 공제가 발생하여 
보조금이 줄어들어 Centrepay 공제를 할 
금액이 부족할 경우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납부 대상인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락하여 다른 방도를 취해야 
합니다.

내가 제공한 정보의 처리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정보를 여러분이 지정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음 용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여러분의 계정 번호 및 납부 희망 금액 확인

•	보조금 공제 세부명세 조율

저희는 또한 여러분이 허용하였을 때, 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정보 제공이 허용되거나 필요한 특별 
상황에 여러분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Your right to privacy 정보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나 소속 
정책 부서, 또는 대행 연구조사 기관에서 고객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ustomer 
research and you 정보 시트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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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 연락처
Centrepay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웹사이트인 humanservices.gov.au를 방문해 
주십시오.

아래 연락전화번호 중 하나로 연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Employment Services 132 850

Youth and Students 132 490

Family Assistance Office 136 150

Disability, Sickness and Carers 132 717

Seniors 132 300

Indigenous Call Centre 136 380

영어 이외의 언어로 된 정보 131 202

Freecall™ 1800 132 468Feedback and Complaints
(불만, 칭찬 및 제안용)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Fraud Tip-off Line 131 524

TTY 문의 Freecall™ 1800 810 586 
청각 상실자, 또는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분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TTY 문의를 
하려면 TTY 전화가 필요합니다.

중요 사항: 호주 어디서나 집 전화로 ‘13’
번 전화번호로 전화할 때는 고정 요금이 
청구됩니다. 요금은 시내전화 사용료와 다를 
수 있으며 전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 전화로 ‘1800’번 전화번호로 
전화할 때는 요금이 무료입니다. 공중전화나 
휴대폰으로 전화할 때는 기본요금이 더 높고 
통화시간에 따라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왜 줄을 서서 기다리십니까?

Online Services 에 등록하여 자동 납부 서비스를 
받으십시오.  
humanservices.gov.au/onlineservices 
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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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여러분의 책임은?

이 안내책자에 포함된 내용은 2012년 3월 현재를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2012년 3월 이후 이 
출판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부 내용이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제삼자와 거래를 할 때 저희 입장은?

여러분이 Human Services 직원이 아닌 제삼자와 
거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해당 
제삼자에게 정보나 조언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도록 
승인한 적이 없음을 유의하십시오.



Centrepay
Manage your bills fo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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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pay

What is Centrepay?
Centrepay is a free direct bill-paying service 
offered to customers receiving Centrelink 
payments. Through Centrepay you can choose 
to pay bills by having a regular amount deducted 
from your payments and transferred electronically 
to an approved Centrepay organisation.

Why use Centrepay?
Centrepay is voluntary. Customers who choose 
to use Centrepay benefit from its convenience 
and security knowing that their bills are under 
control. Instead of having large bills every month 
or quarter, your bills are paid in manageable 
amounts from your payments, making it easier 
for you to budget.

What bills can I pay 
with Centrepay?
Using Centrepay, you can pay bills like:

•	rent

•	telephone

•	electricity, gas and water

•	education fees

•	ambulance costs

•	child care

•	home care services

•	no-interest loans

•	rental of household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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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 I find out if an 
organisation or person is 
registered with Centrepay?
You can contact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would like to pay to find out if they are registered 
with Centrepay. You can also contact us to obtain 
this information.

Will it cost me anything?
No, we do not charge a fee for this service. 
However, the organisation or person to which we 
send your deduction is charged a fee. This fee 
must not be passed on to you. If you believe this 
is occurring, discuss it with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are paying.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the response, contact us.

Is there a minimum 
payment amount?
Yes, the minimum payment amount for 
Centrepay deductions is $10 per fortnight—
however, some organisations may require a 
different minimum amount. 

Contact the organisation you want to pay if you 
are not sure what their minimum amount is.

How do I apply for Centrepay?
Some participating organisations can organise 
this for you. 

You can also apply for Centrepay deductions:

•	online at 
humanservices.gov.au/onlineservices 

•	by calling us, or 

•	by completing the Centrepay deduction form at 
one of our Service Cent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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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nformation do I need 
to provide when applying 
for Centrepay?
You will need:

•	your Customer Reference Number (CRN)

•	the name of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want to pay

•	the address and phone number (if available) of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want to pay

•	the Centrelink Reference Number of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want to pay (this 
number starts with 555)—you can search for 
this when setting up your deductions online, by 
contacting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are 
paying or by calling us

•	your account and/or billing number, for example 
your electricity account/bill number 

•	the amount you want deducted from your 
payments each fortnight

•	the payments from which you want the 
deductions to be paid, and

•	the payday that you want the deduction to start.

We will send you a letter confirming the 
details of your deductions. We will pay your 
deductions to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have nominated on the same day you receive 
your Centrelink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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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I change my 
Centrepay deductions?
Yes, you can change, suspend or cancel 
your deductions at any time online at 
humanservices.gov.au/onlineservices or by 
calling the relevant payment number at the back 
of this brochure. Alternatively, you can complete 
a Centrepay deduction form at one of our Service 
Centres. We will send you a letter and advise the 
organisations or persons you are paying of your 
changes, suspensions or cancellation.

What changes can I make to 
my Centrepay deductions?
You can make the following changes to your 
deductions:

•	suspend your deduction amount temporarily for 
a maximum period of 13 weeks

•	request a future end date when deductions will 
automatically cease

•	nominate or change a target amount so 
deductions will automatically stop when that 
target amount has been reached

•	change the deduction amount you are paying to 
a new amount or change the amount temporarily

•	cancel your deduction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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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s if there is a 
change to my payments?
We may not always be able to deduct the full 
amount requested if your Centrelink payment:

•	is reduced because of income or earnings

•	has been reduced or suspended because of a 
non-payment period, or

•	is reduced because other deductions have 
been made, such as overpayments—leaving 
you with an insufficient amount left for your 
Centrepay deduction.

If this happens you will need to contact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r deductions are being 
paid to and make other arrangements.

What happens to the 
information I provide?
Your personal information is protected by 
law. We may give your information to the 
organisation or person that you have nominated, 
for the purpose of:

•	checking your account number and the amount 
you want to pay, and

•	reconciling your payment deduction details.

We can also give your information to 
someone else in special circumstances where 
Commonwealth legislation allows or requires, or 
where you give permission.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Your right to privacy factsheet.

In addition to this, limited personal information 
may be used to conduct customer surveys 
run by the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its policy departments or by research 
organisations on their behalf.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Customer research  
and you fact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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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for more 
information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Centrepay, visit 
our website at humanservices.gov.au

You may also call us on one of the numbers below:

Employment Services 132 850

Youth and Students 132 490

Family Assistance Office 136 150

Disability, Sickness and Carers 132 717

Seniors 132 300

Indigenous Call Centre 136 380

In languages other than English 131 202

Feedback and Complaints 

Freecall™ 1800 132 468
(for complaints, compliments and suggestions)

Australian Government Services 
Fraud Tip-off Line 131 524

TTY enquiries Freecall™ 1800 810 586 
Only for people who are deaf or have a hearing 
or speech impairment. A TTY phone is required to 
use this service.

Important: calls from your home phone to ‘13’ 
numbers from anywhere in Australia are charged 
at a fixed rate. That rate may vary from the 
price of a local call and may also vary between 
telephone service providers. Calls to ‘1800’ 
numbers from your home phone are free. Calls 
from public and mobile phones may be timed 
and charged at a higher rate. 

Why wait in line? 
Register for Online Services to do  
your own deductions. Go to  
humanservices.gov.au/online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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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What are your responsibilities?
The information in this brochure is accurate as at 
March 2012, but may of course change. If you use 
this publication after that date, please check with 
us that the details are up to date.

What is the position if you deal with a 
third party?
You may deal with a third party who is not a 
Human Services staff member. If you do, please 
remember that we have not authorised any third 
parties to provide information or advice to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