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일자
Census 관련 주요 일자:

•	 2016년 8월 1일	
 안내서와 서면양식 전달 시작일 

•	 2016년 8월 9일
 Census 조사일 

•	 2016년 8월 26일
 Census 현장직원 방문 시작일

•	 2017년 중순
	 2016년 Census 1차 결과 발표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십니까?
상세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살펴보십시오.  
census.abs.gov.au

내 개인정보가 다른 정부기관에 공개되나요?
아닙니다. Census에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경찰,  
호주 국세청, 센터링크를 포함하는 어떤 다른 
정부기관과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호주 통계청(ABS)은 법적으로 모든 호주인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이나  
가구를 나타내는 어떠한 정보도 누출하지 않습니다. 

Census가 끝난 후 내 개인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수집과 정보처리가 끝나면 통계청에서는 이름과 
주소를 다른 가계 정보에서 제거합니다. 이름과 주소는 
다른 Census 자료와 분리되어 별도로 안전히 보관됩니다. 
그리고 지속적 보관이 지역사회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시점이 되는 자료수집 4년 후, 또는 그 이전에 
이름과 주소 정보는 파기됩니다. 

Census 작성은 필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외국 외교관과 그 가족을 제외하고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장소에 관계없이 Census 
조사일에 Census를 작성해야 합니다. 457 비자 
소지자와 해외로부터 온 여행자도 포함됩니다. 

총조사 자료는 1905년령 Census 및 통계법에 의해 
수집됩니다. 지시에 따라 Census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MyCensus

Census Australia @ABSCensus

@ABSCensus CensusAustralia

#MyCensus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고 
변화 창조의 주역이 될 
순간입니다. 

8월 9일 밤 CENSUS (인구조사) 가 
실시됩니다. 

나의 #MyCensus 순간을 공유하세요. 규정과 조건 참조 mycensus.abs.gov.au/terms



8월 9일 밤 CENSUS가 실시됩니다. 

모두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갖고 호주의 미래 설계에 한 
역할을 담당할 순간입니다.

Census 인터넷 조사
2016년에는 1,5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Census를 
인터넷으로 작성할 것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시행됩니까?
8월 1일 부터 대부분의 가정에 호주 통계청으로부터  
‘To the Resident (거주인)’ 앞으로 안내서가 배달됩니다. 

이 안내서에는 각 가구를 위한 고유 Census 로그인 
고유번호, Census 인터넷 작성 방법, 서면 양식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요청하는 방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Census 인터넷 작성시 휴대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라면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휴대폰 등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Census 
작성이 가능합니다. 

왜 디지털로 조사를 합니까?
Census를 인터넷으로 작성하는 것은 빠르고 쉽고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며 지역사회의 Census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 양식을 이용해 작성해도 됩니까?
예.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거나 서면 양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은 서면 양식 요청 자동 
서비스에 전화를 거시면 됩니다. 안내서에 나와있는  
12자리 Census 로그인 번호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서면 양식을 작성하신 후에는 Census 현장직원이 
수집할 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정된 수신자 부담 
반송봉투를 이용해 지체없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통역사가 필요할 때는  
어디에 전화해야 합니까?
통역사의 도움이 필요 
하시면 전국 통번역 
서비스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      
TIS National) 131	450	
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통계청(ABS)에서는 어떻게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까?
호주 통계청은 개인의 정보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믿음없이 작성에 임하면 Census 조사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호주 통계청에서는 Census 자료의 이용자들에게  
특정 개인이나 주택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Census란 무엇입니까?
인구 주택 총조사(Census)는 호주 통계청(ABS)에서 
시행하는 호주 최대 규모의 통계자료 조사입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Census로 파악한 호주의 단면을  
통해 호주의 미래를 위한 교육, 건강, 교통, 기반시설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Census는 언제 실시됩니까?
이번 호주 Census 조사일은 8월 9일입니다. 

호주에 Census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Census는 호주의 사람들과 주택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 정보는 호주의 인구를 추정하여 
전국의 지역사회로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서비스를 
계획하는데 사용됩니다. 

2016년 Census는 1천만에 가까운 주거와 2천4백만의 
인구를 조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현재 최대 
규모가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