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About privacy

Korean (한국어)
사생활에 관해

This section provides a basic introduction to 이 항목은 사생활의 정의 및 Privacy Act
what privacy is and what the Privacy Act
1988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1988 (Privacy Act) covers. For information
about other Commonwealth privacy-related 대해 기본적인 개괄을 제공합니다.
legislation, see the Other legislation page.
연방정부의 기타 사생활 관련 법률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면 Other legislation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What is covered by privacy?

사생활 보호의 적용 대상은?

In Australia, privacy law relates to the
protection of an individual’s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is
information that identifies you or could
reasonably identify you.

호주에서 사생활 법규는 개인 정보의

The Privacy Act also contains provisions
that deal with:

개인정보보호법은 또한 아래 사항을



sensitive information



tax file numbers




보호와 연관됩니다. 개인 정보는 개인을
파악하거나 개인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도
있는 정보입니다.

취급하는 조항을 포함합니다.


sensitive information (민감 정보)

credit information



tax file numbers (세금등록 번호)

health or medical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신용 정보)



health or medical information. (보건
혹은 의료 정보)

For more information about what is
covered by privacy, go to the What is
covered by privacy page.

사생활 보호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hat is covered
by privacy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Who is covered by privacy?

누가 사생활 보호에 적용되는가?

The Privacy Act includes ten National
Privacy Principles (NPPs), which apply to
certain private sector organisations, and 11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민간부문 기관에
적용되는 10 가지 국립 개인정보보호

Information Privacy Principles (IPPs), which
apply to the Australian Government, ACT
and Norfolk Island government agencies.
These principles give individuals protection
against the mishandling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원칙 (NPP), 그리고 호주 정부, ACT 및

For more information about who is covered
by privacy, go to the Who is covered by
privacy page.

사생활 보호가 적용되는 범위에 대해 더

노포크 섬 정부 기관에 적용되는 11 개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 (IPP)을
포함합니다. 이들 원칙은 개인 정보의
부당한 취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합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Who is covered
by privacy 페이지를 방문하십시오.

Privacy law reform

개인정보보호 법규 개혁

The Australian Parliament passed
amendments to the Privacy Act in
November 2012, which will affect the way
in which privacy is regulated from 12 March
2014. See our privacy law reform page for
more detail.

호주 국회는 2012 년 11 월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2014 년 3 월 12 일부터 사생활
보호가 규정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본
기관의 privacy law reform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