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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pay
Centrepay 란 무엇인가?
Centrepay - 청구서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Centrepay 는 Centrelink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Centrepay 를 이용하여 Centrelink 수당에서 정기적으로 자동공제 되도록 하십시오.

Centrepay 를 이용해 어떤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나?
임차료, 가스료, 젂기료, 수도료, 젂화료, 가계비 등 지속되는 청구서 비용 뿐만아니라 기타
가계비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불할 상대방(단체나 개인)이 Centrepay 에 등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지불할 상대방(단체나 개인)에게 연락하여 Centrepay 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거나
humanservices.gov.au/centrepay 를 방문하여 해당 단체 또는 개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Centrepay 자동공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지불할 상대방(단체나 개인)에게 여러분의 자동공제를 설정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십시오.



다음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십시오: humanservices.gov.au/onlineservices.



여러분의 일반적인 수당 연락 젂화 번호로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



저희 서비스 센터 중 하나에 문의하십시오.

Centrepay 자동공제를 설정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Customer Reference Number (CRN)



지불할 상대방(단체나 개인)의 정보
 이름
 주소와 젂화 번호 (있을 경우)
 지불할 상대방의 Centrelink Reference Number (이 번호는 555 로 시작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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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계좌 정보 (예를 들어, 젂기 계좌 또는 청구서 번호)



Centrelink 수당에서 2 주마다 자동공제되기 원하는 금액 또는 지불하고자 하는 총
목표금액



자동공제될 대상이 되는 Centrelink 수당



Centrepay 자동공제가 시작되기 원하는 날짜

오늘 Centrepay 자동공제를 온라인으로 설정하십시오
온라인으로 Centrepay 자동공제를 설정하려면 사용 중인 Centrelink 온라인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humanservices.gov.au/online 또는 myGov 계좌를 통해 Centrelink 온라인 계좌에
로그인하십시오.
본인 계좌에 로그인한 후:


페이지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메뉴 아이콘을 선택하십시오.



왼쪽의 ‘Deductions’ 메뉴를 선택한 다음 ‘View/Add/Change Deductions’를
선택하십시오.



‘Add Centrepay or Tax deduction’을 택하십시오.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Start Now’를 선택하십시오.



시작하기 원하는 공제 유형을 선택하고 ‘Continue’을 선택하십시오.



‘Search for Service Provider’를 선택하십시오.



지불할 상대방의 레퍼런스 번호(555 로 시작)를 입력하십시오.



빨간색 별표가 있는 부분에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지불할 상대방을 선택한 후 ‘Continue’을 선택하십시오.



종료 날짜 또는 목표 금액을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옵션 부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료 날짜 또는 목표 금액에 도달하면 자동공제가 중지됩니다.



모든 내용을 입력했으면 ‘Continue’를 선택하십시오.



‘Review and Submit’ 페이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든 내용이 정확하면 ‘accept the declaration’을 선택한 후 ‘Submit’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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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Centrepay 자동공제가 추가되었음을 알리는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Centrepay 자동공제 금액이입금되었는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으로 또는 Express Plus app 으로 Centrepay 자동공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entrelink 온라인 계좌 및 다른 정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상에서 myGov
계좌를 개설하십시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저희와 접속하십시오
@HumanServicesAu
@HumanServicesAu
@HumanService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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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pay
What is Centrepay?
Centrepay—the easy way to pay your bills and expenses. Centrepay is a voluntary billpaying service which is free for Centrelink customers. Use Centrepay to arrange regular
deductions from your Centrelink payment.

What bills can I pay with Centrepay?
You can pay for bills and ongoing expenses like rent, gas, electricity, water and phone, as
well as other household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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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o humanservices.gov.au/centrepay to
search for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would like to pay.

How do I set up a Centrepay deduction?


ask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want to pay if they can set up a deduction for you



online at humanservices.gov.au/onlineservices



call us on your usual payment line, or



ask at one of our service centres.

What do I need to set up a Centrepay deduction?


your Customer Reference Number (CRN)



information about the organisation or person you want to pay
 name
 address and phone number (if available)
 their Centrelink Reference Number (this number starts with 555)



your account information, for instance your electricity account or bill number



the amount you want deducted from your Centrelink payments each fortnight, or the
total target amount you want to p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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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ayday that you want the Centrepay deduction to star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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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up your Centrepay deduction online today
To set up a Centrepay deduction online you must have an active Centrelink online
account.
Log on to your Centrelink online account at humanservices.gov.au/online or through
your myGov account.
Once you have logged on to your account:


select the menu icon in the top left corner of the page



select the ‘Deductions’ menu on the left hand side, then select ‘View/Add/Change
Deductions’



select the ‘Add Centrepay or Tax deduction’



once you have entered all of the information required, select ‘Start Now’



choose the deduction type you wish to commence and select ‘Continue’



select ‘Search for Service Provider’



enter the reference number of the provider (this number starts with 555)



all fields with a red asterisk must be completed



select the provider and select ‘Continue’



optional fields are available if you want to select an end date or a target amount.
Deductions will stop when this date or amount is reached



once all details have been entered select ‘Continue’



you will be presented with a ‘Review and Submit’ page



if all details are correct, ‘accept the declaration’ and select ‘Submit’



you will receive a message confirming your new Centrepay deduction has been added



check with the organisation that your first Centrepay deduction has been received. You
can check your Centrepay deductions online or with an Express Plus app.

While you’re online remember to create a myGov account to link your Centrelink online
account as well as other government services online.

Connect with us on social media
@HumanServicesAu
@HumanServicesAu
@HumanServicesGov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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