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T INDUSTRY EMPLOYEES’
SUPERANNUATION FUND

혜택 및 비용 요약
MIESF 는 모든 수익을 회원들에게 돌립니다
더 높은 수익 – 더 낮은 비용
2016/17

연간 9.4%. (연금 항목은 연간 10.3%)

5 년 평균
10 년 평균
20 년 평균
34 년 평균

연간 9.4% . (연금 항목은 연간 10.3%)
연간 4.8% . (연금 항목은 연간 5.4%)
연간 6.9% . (연금 항목은 연간 7.7%)
연간 8.5%. (1995 년에 시작한 연금
항목)

고성장 옵션
(2009 년 1 월 31 일에 시작)

2016/17
평균 5 년
평균 8 년

연간 10.8%
연간 12.7%
연간 10.3%

2017 년 6 월 30 일 펀드 사이즈

순자산
회원권
“액티브” 고용주로 등록

$7 억 7 천만
24,050
2,250

운영

각 계정에서 연간 $78 공제

배정된 수익 – MIESF MySuper

Historical – MIESF MySuper

관리 요금

사망, 불치병 및 완전 영구 장애 (TPD)
보험금
MIESF 회원의 93% 보험 적용

연금 항목

자발적 부담금

산업 펀드

MIESF MySuper 에 투자되어 있는 경우 계정 잔액에서 연간 0.56% 혹은 고성장 옵션에
투자되어 있는 경우 계정 잔액에서 연간 0.45%. 이는 본 펀드의 투자 관련 비용임.
시작 요금은 없지만 본 펀드에서 인출할 때마다 인출 요금 $35 이 적용.

65 세 미만의 자격 회원들은 사망 및 불치병 보험금이 $200,000.
65 세에서 69 세까지의 자격 회원들은 사망 보험금이 $35,000
65 세에서 68 세까지의 자격 회원들은 불치병 보험금이 $35,000.
39 세 미만의 자격 회원들은 TPD 보험금이 $200,000. 보험금 수준은 39 세에서
64 세까지 급감하며 65 세에서 $0 가 됨.
각 자격 회원의 계정에서 비용을 위해 매주 $5.60 이 공제됨.
miesf.com.au/pds 에서 온라인으로 2014 년 10 월 22 일 날짜로 된 본 펀드의 보험 책자 조회
가능.
여러 가지 보험 제한이 보험 책자 3, 4 페이지에 설명됨.
57 세 이상의 회원들은 위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낮은 “관리 요금”을 가진 MIESF
Pension 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자발적 부담금은 추가 비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부의 공동 부담금을 위한
자격이 될 수도 있음.
2017 년 7 월 1 일 이후 세후 소득으로부터 MIESF 에 제공된 자발적 회원 부담금에 세금 공제
신청 자격도 가능할 수 있음.
65 세 이상일 경우, 회원의 자발적 부담금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파트타임 기반의 고용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함.
MIESF
는 30 여년
전에
설립됨. 본사는
호주 전역에서
고용주 펀드로서 운영되며 육류
75 세 이상일
경우,
퇴직연금을
위한 부담금을
낼 수는다중
없음.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퇴직연금을 제공합니다.

상기 내용은 요약에 불과합니다. 과거 투자 실적은 미래 실적의 신빙성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본 펀드의 혜택과 비용 및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7 년 9 월 30 일 날짜로 된 최근의 상품 명세서
(PDS)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7 년 9 월 30 일 날짜로 된 연금 항목 회원들을 위한 PDS 도 있습니다.
이들 PDS 는 miesf.com.au/pds 에서 온라인으로 조회를 하거나 인쇄본을 원할 경우 1800 252 099 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 펀드에서 이자를 취득하거나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본
펀드의 상품 명세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본 펀드의 신탁관리자: Meat Industry Employees’ Superannuation Fund Pty Ltd
(ABN 58 005 793 199) (AFSL 239953) (RSE L0001434) MySuper Authorised 17317520544110

MEAT INDUSTRY EMPLOYEES’
SUPERANNUATION FUND

MIESF 로부터 더욱 견실한 투자 수익 -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에서도
투자 수익

MIESF 는 요금이 낮습니다

2017 년 6 월 30 일에 마감되는 해에 회원들의 계정에
할당된 수익 (투자 비용 및 세금):

모든 MySuper 상품은 낮은 요금과 간단한 투자 옵션
그리고 사망 및 완전 영구 장애 보험금을 가집니다.
MIESF MySuper 는 이러한 특징들을 보유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MySuper 상품들을 비교할 수 있게 되며
MIESF 가 호주에서 가장 저렴한 비용의 퇴직연금 펀드
중 하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9.4%

MIESF MySuper 에 투자한 누적 회원들

10.8%

고소득 옵션의 누적 회원들

10.3%

연금 회원들

2016/17 년 회계연도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호주 및 해외 주식에서 괄목할만한
수익율이
성취되었습니다.
현금과
고정
이자
투자에서의 수익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MIESF MySuper 에 투자한 회원들에 할당된 9.4%
수익율은 매우 강력한 수익률입니다. 그런데 호주
퇴직연금 펀드에 있는 많은 MySuper 계정들을 위한
수익률은 더 높았습니다. MIESF MySuper 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다른 MySuper 계정들보다 주식 투자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낮습니다.
이로
인해
2016/17 년에서처럼 어떤 연도들에서는 더 낮은
수익률을 생성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회원들을
위해 좀더 원만한 수익률 패턴을 창출하고 어떤
연도에서도 돈을 잃을 확률이 더 낮아지도록
의도합니다.
회원들은 연간 혜택 내역서를 점검할 경우 퇴직연금
계정에서 그러한 투자 수익율의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보험 제도
사망, 완전 영구 장애 (TPD) 및 불치병 보험금은 모든
자격 회원들에게 제공됩니다.
65 세 미만의 자격 회원들을 위해 $200,000 사망 보험금이
제공됩니다. 이 혜택은 이제 불치병 시에 “조기에” 지급
가능합니다.
65 세에서 69 세까지의 자격 회원들은 이제 사망
보험금이 $35,000 입니다. 65 세에서 68 세까지의 자격
회원들은 이제 불치병 보험금이 $35,000 입니다.
현재 39 세 미만의 자격 회원들은 TPD 보험금이
$200,000 입니다. TPD 보험금 수준은 39 세에서 64 세까지
급감하며 65 세에서 $0 가 됩니다.
각 자격 회원 계정에서의 감소는 보험금을 위해 주당
$5.60 입니다.

수 분간 시간을 내어 다음 페이지에 있는 MIESF 를
위한 “혜택 및 비용 요약”을 살펴 보십시오.

보험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14 년 10 월 22 일
날짜로 된 본 펀드의 보험 책자에서 가능하며
miesf.com.au/pds 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금 제한 사항은 보험 책자의 3, 4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보증 부담금

2017 년 7 월 1 일부터 퇴직연금의 변경 방법

고용주가 납부하는 필수 퇴직연금 보장 부담금은 정상
소득의 9.5%가 되어야 합니다.

연방정부는 2017 년 7 월 1 일부터 퇴직연금 (수퍼) 제도에
다양한 변경을 제정했습니다. 이들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귀하의 수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변경사항들은 본 기관의 웹사이트
www.miesf.com.au 에서 혹은 호주 국세청의 웹사이트
www.ato.gov.au/Individuals/Super/Super-change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16 년 11 월 1 일까지 혜택 내역서를 받지 못하실 경우
해당 기금에 연락하십시오.

MIESF 는 귀하의 산업 펀드입니다
MIESF 는 1981 년 AMIEU 에서 창설했습니다. 본 펀드는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본 펀드를
통제하는 신탁관리 회사는 독립된 의장이 있고 다른
이사들의 절반은 회원들을 대신해서 노동조합이
지명합니다.
본 펀드의 목표는 육류 종사자들에게 비용이 저렴하고
단순하며 효과적인 퇴직연금 펀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MIESF MySuper 의 목적은 귀하의 은퇴 자금 확보를
확실시하고 부당한 재정 리스크 없이 중장기 동안 은행
이자율 이상으로 적절한 수익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회원들은 고성장
옵션에서 자신들의 계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MIESF 의 회원이 되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연락 방법
Administration Officer
Meat Industry Employees’ Superannuation Fund
2nd floor, 62 Lygon Street
CARLTON SOUTH VIC 3053

전화: 1800 252 099 혹은
(03) 9662 3861 (휴대폰 통화자용)
팩스:
이메일:

(03) 9662 2430
fundadmin@miesf.com.au

웹사이트: www.miesf.com.au

MIESF 는 MySuper 인가가 된 것입니다.
MIESF 신탁관리자는 호주 건전성감독청에서 인가하여
회원들을 위해 MIESF MySuper 를 제공했습니다.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