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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annuation 
can be complex, 
bu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is 
guide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basics 
of superannuation, 
insurance and C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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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금은 복잡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가이드는 
여러분이 수퍼연금, 
보험 및 Cbus의 기본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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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superannuation?
Superannuation, commonly known as ‘super’, 
is money saved while you work for you to 
live on after you retire. For most Australian 
workers, together with their home, their super 
is one of their biggest assets.

In addition to salary or wages, employers are legally required to 
pay money into a super account for most of their employees. 

The government sets the minimum an employer must pay to 
your super. On 1 July 2021, this minimum was 10% of your 
pay. Increases of 0.5% are planned every financial year until it 
reaches 12% on 1 July 2026. 

The money in your super account is invested to help it grow 
while you are working, and help you save for your retirement.

In most cases you can access your super after you retire from 
work. Go to page 8 for more information. 

Get help in your language
We work with th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TIS National) so you can speak to us in your language and 
access the information you need.

How to speak to an interpreter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anything in this 
document, you can speak to us through an interpreter at 
no extra cost.

1. Call TIS National on 131 450 (or +61 3 9268 8332 if 
you are calling from overseas).

2. Select your language and provide the operator 
your name.

3. Tell them that you need to contact Cbus on  
1300 361 784. (We are available, 8am-8pm AEST/
AEDT, Monday to Friday.)

You can ask us any questions and the 
answers will be translated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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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연금이란 무엇입니까?
수퍼연금 (흔히 '수퍼'라고 통칭)은 은퇴 
후 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 생활 
당시 저축해 두는 돈입니다. 대부분의 호주 
직장인들에게 이 수퍼연금은 소유 주택과 
더불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봉급이나 임금에 추가적으로, 고용주들은 법에 따라 대부분의 
피고용인들의 수퍼 계좌에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주가 여러분의 수퍼 계좌에 적립해야 하는 최저액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1일에 이 최저액이 여러분 
봉급의 10%였습니다. 이 고용주 기여금은 2026년 7월 1일에 
12%가 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0.5%가 인상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퍼 계좌에 적립된 돈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 동안 투자가 
되어, 은퇴 후 여러분의 생계비로 사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은 이 수퍼 연금을 은퇴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8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한국어로 도움을 받으세요.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National)를 통해 한국어로 
저희에게 문의하실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역 서비스 이용 방법 

이 문서에 대해 문의가 있으시면, 무료 통역 서비스를 통해 
저희와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 Call TIS National로 131 450번에 전화하십시오  
(해외에서 전화하실 경우 +61 3 9268 8332번).

2. 한국어를 선택한 다음, 오퍼레이터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 주세요.

3. Cbus로 1300 361 784번으로 연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저희 운영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 
AEST/AEDT, 월요일-금요일).

어떠한 문의라도 해주시면, 저희 응답을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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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osing a super fund
Most people can choose which super fund 
their employer puts their super into. If you can 
choose your super fund, you can choose Cbus.

When you start a new job, your employer will pay your super into 
the fund you tell them to.

If you don't let your boss know which fund you want your super 
paid into, they may pay it into a different fund (likely one you had 
with another job). This fund may not be the right one for you, 
though.

The fund you choose could be the most important decision 
you make about your super. That's because it could impact 
how much money you have when you retire and whether you're 
covered by insurance if something happens to you.

Cbus works for you

Cbus is the leading Industry Super Fund for the building, 
construction and allied industries. 

We have a history of strong long-term performance, keep our 
fees low, and all profits go straight back to our members, helping 
them build a secure future and comfortable retirement.

Our insurance is designed with building and construction 
workers in mind. Whether you're working on a work site or in an 
office, Cbus has you covered. Not every super fund does that.

How to choose Cbus

Once you join Cbus (see page 4), fill in the I want my super paid 
into Cbus form and give it to your boss. 

You can access the form at cbussuper.com.au/cs/choose-cbus 
or scan the 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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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기금 선택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용주의 수퍼 
기여금이 적립될 수퍼 기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퍼기금을 선택할 수 
있다면, Cbus를 선택해 주십시오.

새 직장을 시작하면 고용주는 여러분이 지정한 연금 기금에 수퍼 
연금을 적립할 것입니다.

고용주에게 여러분의 연금이 적립되기를 원하는 기금을 알려주지 
않으면 고용주는 다른 기금 (아마도 다른 직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금)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여러분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퍼 기금을 선택하는가는 여러분의 수퍼 연금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은퇴할 때 수퍼 
연금 액수가 얼마가 될 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보험이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bus는 여러분을 위한 수퍼 기금입니다
Cbus는 건축, 건설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선도적인 산업 수퍼 
기금입니다. 

저희는 우수한 장기적인 성과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저렴한 
수수료를 유지하고 모든 수익은 회원에게 곧바로 환원되어 그들이 
안전한 미래와 편안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사의 보험은 건축 및 건설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일하든지 또는 사무실에서 일하든지 상관없이 Cbus
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수퍼 기금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Cbus를 선택하는 방법
Cbus (4 페이지 참고)에 가입하신 후에, 나의 수퍼를 Cbus에 
적립하기를 희망합니다 (I want my super paid into Cbus) 양식을 
작성해서 여러분의 고용주에게 제출하세요. 

이 양식은 cbussuper.com.au/cs/choose-cbus에서 
다운로드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됩니다.

www.cbussuper.com.au/cs/choose-cbus
www.cbussuper.com.au/cs/choose-c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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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join Cbus
The easiest way to join Cbus is to complete an 
online application.

Visit cbussuper.com.au/join to complete your 
application online.

If you prefer to complete a paper application, please 
call us on 1300 361 784 and we will send you one. 

You can also find an application form at the back of 
our Product Disclosure Statements.

You can speak to a Cbus site coordinator for help 
joining. Visit cbussuper.com.au/coordinators to 
find your local coordinator.

Keep track of your super 

Once you have joined Cbus, you can keep track of your account 
from anywhere and at any time.

As a Cbus member, you have access to your account online 
where you can do simple tasks like: 
	■ check your transaction history
	■ see your current account balance
	■ update your personal details 

Visit cbussuper.com.au/register to register for an 
online account.

Cbus also has a mobile app that lets you manage 
everything about your super. Visit the Apple App 
Store or Google Play on your mobile device to 
download the app. You will need to have registered 
online before using the app.

Cbus에 가입하는 방법
Cbus에 가장 쉽게 가입하는 방법은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cbussuper.com.au/join에 방문해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종이 신청서로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신다면, 
1300 361 784번으로 전화해서 알려 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공개 내역서 (Product Disclosure Statements) 
뒷면에도 신청서가 나와 있습니다.

Cbus 현장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가입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bussuper.com.au/coordinators
에 방문해서 여러분의 지역 코디네이터를 찾아 보십시오.

여러분의 수퍼를 추적하기 

Cbus에 일단 가입한 후에는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수퍼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Cbus 멤버로서, 여러분은 온라인으로 계좌에 로그인해서 다음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거래 내역 확인
	■ 현재 계좌 잔액 확인
	■ 개인 정보 업데이트 

cbussuper.com.au/register에 방문해서 온라인 
계좌를 등록하십시오.

Cbus에는 여러분의 수퍼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Apple App Store 또는 Google Play를 방문하여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앱을 사용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www.cbussuper.com.au/join
www.cbussuper.com.au/join
www.cbussuper.com.au/coordinators
www.cbussuper.com.au/coordinators
www.cbussuper.com.au/register
www.cbussuper.com.au/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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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urance through your super
Insurance cover is essential in providing 
financial protection and security to you and 
your family. 

When joining Cbus, most members qualify for an automatic level 
of death (including terminal illness) and total and permanent 
disablement cover. 

You can change this level of cover to better suit your 
circumstances and needs. You also have the option to add 
income protection cover.

Types of insurance available

Death (including terminal illness)

Lump sum (on top of any super you  
have) paid to: 

•  your dependants or legal personal 
representative if you die, or 

•  you if you’re diagnosed as likely to die 
within 24 months.

Total and permanent disablement (TPD) 

Lump sum (on top of any super you 
have) if you’re permanently disabled, 
unlikely to ever work in your usual 
occupation again and meet the TPD 
definition in the Cbus Insurance Policy.

Income protection 

Monthly payments if you  
temporarily can’t work due to an 
accident or illness.

The cost of insurance is paid directly from your super account, 
so you won't need to set aside any extra money. 

Call us on 1300 361 784 or visit cbussuper.com.au/insurance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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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에 포함된 보험 혜택
보험 커버는 여러분과 가족에게 재정적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Cbus에 가입하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사망 (불치병 포함)과 완전 및 
영구 장애 커버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을 자격이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에 더 잘 맞도록 이 커버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득 보호 커버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보험 타입

사망 (불치병 포함)

일시불 (적립된 수퍼 금액 외 추가적으로)이 
다음 사람들에게 지불됩니다:

•  여러분이 사망 시 부양 가족 또는 법적 
개인 대리인에게, 또는

•  24개월 내에 사망 가능성이 있는 질병으로 
진단받을 경우, 여러분 본인에게.

완전 및 영구 장애 (TPD) 

일시불 (적립된 수퍼 금액 외 추가적으로) - 
영구적인 장애를 당했고, 일반적으로 하던 
일을 다시 하기가 거의 어렵고, Cbus 보험 
정책에 나온 TPD 정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 보호 

월별 지급금 -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험 비용은 여러분의 수퍼 계좌에서 직접 지불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을 마련해둘 필요가 없습니다. 

1300 361 784에 전화하거나, cbussuper.com.au/insurance에 
방문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www.cbussuper.com.au/insurance
www.cbussuper.com.au/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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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your super
Your super balance will grow over the years 
through investment returns and employer 
contributions, but you might like to help it 
grow more by making extra contributions. You 
could even save on tax while you save more 
for your future. 

Make extra payments

You can add more money to your super account in addition to 
what your employer contributes. Even small amounts can make 
a big difference to the amount of money you have when you 
retire. 

Visit cbussuper.com.au/calculators to work out how much 
money you could have in your account before and after you  
add extra. 

Personal contributions
Personal contributions are extra money you put into your super 
account after you get paid. You can do this by cheque, direct 
debit from your bank account, or BPAY. You may also be able to 
claim a tax deduction for these amounts.

Salary sacrifice
Each pay cycle you can put some of the money you earn into 
your super account before you pay tax on it. Doing this can 
reduce the amount of tax you pay on your income. 

To set this up you’ll need to speak to your employer. You should 
also check that it doesn’t impact any salary-based entitlements 
you may have.

여러분의 수퍼를 키우십시오
여러분의 수퍼 잔액은 투자 수익과 고용주 
기여를 통해 수년에 걸쳐 증가하지만, 
추가 기여를 통해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저축하면서 세금도 낮출 수 있습니다.

추가 기여하기
고용주 기여 금액 외에 여러분의 수퍼 계좌에 여러분이 더 많은 
금액을 추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은퇴할 때에 
최종 수퍼 잔액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cbussuper.com.au/calculators에 방문해서, 여러분이 추가 
기여를 할 경우와 안 할 경우에 최종 계좌 잔액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기여
개인 기여는 급여를 받은 후 여러분이 자신의 수퍼 계좌에 추가로 
적립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수표로, 또는 여러분 은행 계좌에서  
자동 이체, 또는 BPAY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봉급 희생
매 봉급 지급 기간 마다, 봉급에 대한 세금 공제 전에, 일부 금액을 
수퍼 계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설정하려면, 여러분의 고용주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봉급 관련 혜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www.cbussuper.com.au/calculators
www.cbussuper.com.au/calc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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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ways to help your super grow 

If you can’t make extra contributions now, there are other things 
you can do to help grow your super.

Combine other accounts into one super fund
If you’ve been working for a while, you may have super with 
other funds that were opened by your former employers. By 
combining these into one account, you can reduce the amount 
of fees you pay, which means more money in your account for 
your retirement. 

If you combine your super into Cbus, you will no longer have 
insurance with your old super funds, so check your insurance 
with Cbus is approved first. 

Choose Cbus when you change jobs
When you change jobs, you can let your new employer know 
that you want your super paid into your Cbus account. This 
means you can keep all your retirement savings in one place, and 
you won’t pay fees on multiple super accounts. 

It’s easy to choose Cbus – just complete the I want my super paid 
to Cbus form at cbussuper.com.au/cs/choose-cbus and give it 
to your new employer. 

Make sure your super has been paid
Cbus requires all employers to pay their workers’ super every 
month. To check if your employer has been paying your 
money into your account, you can go online, call us or ask your 
employer, union delegate or Cbus Coord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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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를 키워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지금 추가 기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여러분의 수퍼 연금을 
성장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른 수퍼 계좌들을 하나의 수퍼 계좌에 통합시키기
어느 기간 정도 직장 생활을 해왔다면, 여러분은 이전 고용주들과 
개설했던 다른 수퍼 기금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수퍼 계좌들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한다면, 여러분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을 낮출 수 있어서 은퇴 시 더 많은 돈을 수퍼 계좌에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수퍼를 Cbus에 통합하게 되면, 과거 다른 수퍼에 있던 
보험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Cbus에 있는 
여러분의 보험이 승인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직장을 바꿀 때 Cbus를 선택하십시오
직장을 변경할 때 새 고용주에게 여러분의 수퍼가 Cbus 계좌로 
지급되기를 원한다고 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은퇴 
연금을 한 곳에 보관할 수 있으며 여러 수퍼 계좌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Cbus를 선택하는 것은 쉽습니다 – 나의 수퍼 적립액을 Cbus에 
지불 바랍니다 양식을 cbussuper.com.au/cs/choose-cbus에서 
작성해서 여러분의 새 고용주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연금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Cbus는 모든 고용주가 그들의 피고용자 수퍼 적립액을 
매달 지불할 것을 요구합니다. 고용주가 여러분의 계좌로 
적립했는지 확인하려면 온라인으로 접속, 또는 저희에게 
전화 문의, 또는 고용주, 노동 조합 대표 또는 Cbus 
코디네이터에게 문의하십시오.

www.cbussuper.com.au/cs/choose-cbus
www.cbussuper.com.au/cs/choose-c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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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irement
Retirement might seem a long way off, but 
some preparation and planning now will go a 
long way to ensuring you’re ready for the next 
phase of your life. 

When can you access your super? 

If you have stopped working, you might be able to access your 
super, depending on your date of birth and age. The below table 
shows when you can access it: 

Date of birth When you can access 
your super (called your 
‘preservation age’) 

Before 1 July 1960 55

1 July 1960 to 30 June 1961 56

1 July 1961 to 30 June 1962 57

1 July 1962 to 30 June 1963 58

1 July 1963 to 30 June 1964 59

1 July 1964 or after 60

There are some circumstances under which you can access 
your super before this time. Generally, it is only allowed for 
compassionate reasons or if you are experiencing significant 
financial difficulty.

When you stop working, Cbus can keep 
working for you

You can use your super to open a Cbus Super Income Stream. 
This would give you a tax-effective income during your final 
years of work and into retirement. It can also work with the 
Government Age Pension, and your money stays invested so it 
can keep growing.

Visit cbussuper.com.au/supporthub to learn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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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은퇴가 먼 미래의 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현재 약간의 준비와 계획을 해두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언제 제 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직장을 그만 둔 경우, 생년월일과 연령에 따라 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언제 연금을 이용할 있는지 보여줍니다: 

생년월일 여러분의 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 (여러분의 '보존 
연령'이라고 불립니다) 

1960년 7월 1일 이전 55

1960년 7월 1일부터 1961년  
6월 30일 사이

56

1961년 7월 1일부터 1962년  
6월 30일 사이

57

1962년 7월 1일부터 1963년  
6월 30일 사이

58

1963년 7월 1일부터 1964년  
6월 30일 사이

59

1964년 7월 1일 이후 60

일부 상황의 경우, 이 시기 이전에 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도주의적인 사정이나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 둔 다음에도 Cbus는 
여러분에게 계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금을 사용하여 Cbus Super Income Stream (연금 소득 
프로그램) 계좌를 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은퇴 전 마지막 
몇년 동안과 은퇴까지 여러분의 소득에 조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부의 노령 연금도 함께 받으실 수 
있으며, 여러분의 연금액은 계속 투자되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bussuper.com.au/supporthub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cbussuper.com.au/supporthub
www.cbussuper.com.au/support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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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ing your super 
Cbus invests the money in your super 
account in different ways to help your balance 
grow. The higher the return, the more money 
you’ll have in retirement. 

Every member is different, so we offer a range 
of investment options to suit your goals, life 
stage and how much risk you are comfortable 
with. 

You don’t have to make a choice

Cbus automatically invests your super in the Growth (MySuper) 
option until you make a choice. This option is designed to suit 
most members.

If you want more choice, we offer a range of investment options 
to suit your needs.

Strong performance through the years

Cbus has a history of strong long-term investment returns. 
However, it’s normal for investment markets to rise and fall over 
time. While no one likes to see their account balance temporarily 
decrease, your super is invested for a long time and will grow 
over your whole working life and beyond. 

Visit cbussuper.com.au/investments to read more about your 
options and their performance.

Changing how your money is invested 

The right choice for you will depend on your own financial 
situation, goals and appetite for risk.  Remember that super is a 
long-term investment, and you should carefully consider your 
own situation before changing how your money is invested. 

We recommend you seek financial advice before you change 
investment options. You can speak to one of our financial 
advisers at no extra cost. Find out how on pag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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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투자하기 
Cbus는 여러분의 수퍼 계좌에 적립된 
돈을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하여 여러분의 
연금 잔액이 증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수익률이 높을수록 은퇴 시 여러분의 
연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멤버들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의 목표, 생애 단계 및 어느 정도의 
투자 위험율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따로 결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별도의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Cbus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수퍼를 성장 (MySuper) 옵션에 투자해 드립니다. 
이 옵션은 대부분의 멤버들에게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 많은 선택을 원하시면,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수년간 우수한 투자 성과
Cbus는 우수한 장기 투자 수익을 이룬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지남에 따라 투자 시장이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계좌의 잔액이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수퍼는 장기간 투자되어, 여러분의 직장 
생활 동안 및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옵션 및 그러한 옵션의 투자 성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cbussuper.com.au/investments를 
방문하십시오.

여러분의 수퍼 투자 방법 변경하기 

여러분에게 맞는 선택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 목표 및 위험에 
대한 선호도에 달려 있습니다. 수퍼는 장기적인 투자이며, 
수퍼 투자 방식을 변경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투자 옵션 변경 전에 재정적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  재정 고문과 추가 비용 없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11페이지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www.cbussuper.com.au/investments
www.cbussuper.com.au/inves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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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super and insurance  
beneficiaries
Your super may be one of your most valuable 
assets, but it is not automatically part of your 
estate or any Will you may have written. 

This means you should tell us who you would 
like to receive your super balance and any 
insurance benefit if you die.

There are two ways to choose who should receive your money, 
depending on how much certainty you want over what happens 
to your money.

Option 1: Binding nomination 

We will follow your instructions, but you need to confirm your 
choice every three years. You can nominate your dependants 
(for example your spouse or children) or a legal representative.

Visit cbussuper.com.au/binding to complete your 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 form.  

Option 2: Non-binding nomination

You can tell us who you would prefer the money to go to,  
but we make the final decision. 

Make a nomination when you  join and update anytime through 
your online account at cbussuper.com.au/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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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수퍼 및 보험 혜택
여러분의 수퍼는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유언이나 
유산의 일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수퍼 잔액과 보험 혜택이 
여러분의 사망 시에 누가 받도록 하실 
것인지를 저희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수퍼를 받을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수퍼 배분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확실성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옵션 1: 구속력이 있는 지명 

저희는 여러분의 지시를 따를 것이지만, 여러분께서 자신의 선택 
사항을 3년마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피부양자 (예: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법적 대리인을 지명하실 수 있습니다.

구속력있는 사망시 혜택 지명 (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 
양식을 작성하려면, cbussuper.com.au/binding을 방문하시 
바랍니다. 

옵션 2: 구속력이 없는 지명
여러분의 수퍼가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저희에게 알려주실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저희 수퍼 가입 시 지명을 하시고, 여러분의 온라인 계좌를 통해 
cbussuper.com.au/login에서 언제든지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www.cbussuper.com.au/binding
www.cbussuper.com.au/binding
www.cbussuper.com.au/login
www.cbussuper.com.au/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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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here to help
As part of your Cbus membership, you have 
access to our team of financial advisers over 
the phone who can assist you in planning your 
retirement at no extra cost. 

To learn more about your retirement options and how  
Cbus can work with you, please call Cbus Advice Services 
on 1300 361 784 (8.30am to 6pm Monday to Friday (AEDT/
AEST) and press 4 to speak to an adviser. Our advice service is 
provided to Cbus members at no extra cost. 

If you require an interpreter, please call TIS National on  
131 450 and provide them with the above details. The cost of 
this interpreting service is also provided at no extra cost.

To discuss any possible impact to any of your government 
benefits, you can also speak to a Centrelink adviser via their 
multilingual phone service on 131 202. 

How to make a complaint 

Our aim is to provide you with the very best service, but if you’re 
not happy, we want to know. 

We treat all complaints seriously and investigate them fairly and 
thoroughly. 

You can lodge a complaint by phone, online, post or 
in person. Please visit cbussuper.com.au/complaint 
for more details.

Escalating your complaint

If you’re not satisfied with how we handled your issue, you can 
lodge a complaint with the 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

AFCA is a free, fair and independent dispute resolution service. 

Please speak to AFCA directly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types of complaints AFCA investigate and the information you’ll 
need to provide.

Mail: GPO Box 3 Melbourne VIC 3001

Phone: 1800 931 678

Email: info@afca.org.au

Web: afca.org.au

AFCA has also developed resources for people who want to 
make a complaint, but speak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afca.org.au/make-a-complaint/do-you-speak-another-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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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Cbus 멤버십의 일환으로, 추가 비용 없이 은퇴 
계획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정 고문 팀과 
전화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옵션 및 Cbus가 여러분을 도와드릴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bus Advice Services 1300 361 784번으로 
전화한 뒤 (오전 8.30분-오후 6시, 월요일-금요일 -AEDT/
AEST) 4번을 누르시면 고문과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조언 
서비스는 Cbus 멤버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TIS National 131 450 번에 전화해서 
위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십시오. 이 통역 서비스 비용도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됩니다.

정부 수당에 대한 잠정적인 영향에 대해 상의하시려면,  
센타링크의 다국어 전화 서비스 131 202번을 통해 
Centrelink 상담자와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제기 방법 

저희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않으시다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저희는 모든 고객의 민원을 진지하게 다루고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전화, 온라인,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셔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bussuper.com.au/complaint을 방문하십시오.

민원 결과 항소하기
저희가 여러분의 민원을 처리한 방식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호주 금융 불만 제기국 (AFCA)에 불만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AFCA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무료 분쟁 해결 서비스입니다. 

AFCA가 조사하는 불만 유형과 여러분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FCA에 직접 문의하십시오.

우편: GPO Box 3 Melbourne VIC 3001

전화: 1800 931 678

이메일: info@afca.org.au

웹: afca.org.au

AFCA는 불만을 제기하고자 하지만 영어가 아닌 외국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료들을 개발했습니다:  
afca.org.au/make-a-complaint/do-you-speak-another-
language

www.cbussuper.com.au/complaint
www.cbussuper.com.au/complaint
www.afca.org.au/make-a-complaint/do-you-speak-another-language
www.afca.org.au/make-a-complaint/do-you-speak-another-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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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Cbus

1300 361 784 8am to 8pm (AEST/AEDT)  
Monday to Friday, closed on national public holidays

cbusenq@cbussuper.com.au 
cbussuper.com.au  
Log in to chat to us online

Cbus, Locked Bag 5056 
PARRAMATTA NSW 2124

Visit Cbus in person in Adelaide, Brisbane,  
Melbourne, Perth and Sydney. 
Details: cbussuper.com.au/contact

This information is about Cbus. It doesn’t take into account your specific needs, 
so you should look at your own financial position, objectives and requirements 
before making any financial decisions. Read the relevant Cbus Product Disclosure 
Statement and relevant documents to decide whether Cbus is right for you. Call 
Cbus on 1300 361 784 or visit cbussuper.com.au/pds for a copy. Also read the 
relevant Target Market Determination at cbussuper.com.au/tmd.

Cbus’ Trustee: United Super Pty Ltd ABN 46 006 261 623 AFSL 233792  
Cbus ABN 75 493 363 262

Insurance is issued under a group policy with our insurer, TAL Life Limited  
ABN 70 050 109 450 AFSL 237848.

Cbus에 연락하기
1300 361 784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AEST/AEDT)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휴무)

cbusenq@cbussuper.com.au 
cbussuper.com.au  
온라인 채팅을 하시려면 로그인하십시오

Cbus, Locked Bag 5056 
PARRAMATTA NSW 2124

아들레이드, 브리스번, 멜번, 퍼스 및 시드니에 있는 Cbus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십시오.
연락처: cbussuper.com.au/contact

이것은 Cbus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필요 사항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의 재정 상태, 목표 및 필요 
사항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Cbus 상품 공개 내역서 및 관련 문서를 
읽고 Cbus가 여러분에게 적합한지를 결정하십시오. 이 내역서의 사본을 원하시면, 
1300 361 784번에 전화 또는 cbussuper.com.au/pds을 방문하십시오. 관련 타겟 
시장 결정에 대한 정보는 cbussuper.com.au/tmd를 방문하십시오.

Cbus의 트러스티: United Super Pty Ltd ABN 46 006 261 623 AFSL 233792  
Cbus ABN 75 493 363 262

보험은 자사 보험사인 TAL Life Limited  
(ABN 70 050 109 450 AFSL 237848)의 그룹 보험 정책에 의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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