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

1.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

호주는 일본, 독일, 영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인구고령화가 심각하지 않다. 호주 

정부(2015)에 의하면, 합계출산율은 1.9명(2005~2010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4%(2010년)이고, 중위연령은 36.8세(2010년)이다. 이런 상황에서 호주

는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모범사례로 언급된다(OECD 2017; World Bank Group 

2016). 

1층은 일반재정으로 조달되는 기초연금(Age Pension)이며, 2층은 사용자가 최저 부

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퇴직연금(Compulsory Superannuation), 3층은 자발적으로 추

가 기여하는 개인연금(Voluntary Superannuation)으로 구성된다. 이는 2050년 이후 

심각해지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시스템을 추구한 결

과이다.

<그림 Ⅱ-1> 호주 3층 노후소득보장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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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Paper, Vo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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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층 기초연금제도

호주에서 1층에 해당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제도(Age Pension)로서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에 해당한다. 재원은 정부의 일반재정을 

통해 조달하며, 수급자는 자산조사(Means-Testing) 방식을 통해 선발한다. 기초연금은 

사망 시까지 종신연금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중요한 노후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으

며, 전국민에 대해 최저소득보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작동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기여 기초연금은 1909년 7월 도입·운영되고 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 시 2층 퇴직연금 적립금과 기타 금융·비금융자산은 포함되지만 

주택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가 넓은 편이다.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최고 

한도는 자산 기준 $250,000이다. 급여 수준은 단독 가구주는 연간 $23,100이고, 주택

을 소유한 부부의 경우 연간 최대한도는 $34,820이다. 급여 수준은 남성 평균 소득 대

비 단독가구 28%, 부부 가구 41% 수준이며, 자산 및 소득(퇴직연금 포함)이 증가하면 

수령금액이 삭감되는 방식(Taper Rate)이다.

기초연금의 수급조건과 급여수준이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이 지속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2017. 

7. 1부터 65.5세로 조정하였고, 이후에도 점진적으로 늦추어 2023. 7. 1부터는 67세가로 

높아질 예정이다. 고령화 진전으로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여 재정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기초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보완·대체하고자 한다.

나. 2층 퇴직연금제도

1) 연혁

호주에서 2층에 해당하는 노후소득보장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퇴직(기업)연금제도이

다. 호주에서 최초의 퇴직연금제도는 1842년 Bank of Australia(ANZ Bank)에 의해 설

립되었다.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를 일컫는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이라는 용

어는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은퇴 후 사용자로부터 개인이 수령하는 연금을 가르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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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사적연금(Private Pension)에 해당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194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퇴직연금제도는 공공부문, 대기업 등 일부 선택된 집단

(남성, 사무직)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가입대상이 확대

되었지만, 여전히 전문직과 사무직에 국한되었다. 1974년 기준으로 보면, 임금근로자

의 32%만이 가입되어 있었고, 대부분 확정급여형 형태로 사용자 재량권이 매우 커서 

특정 계층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다(Clare and Craston 2007)4). 이런 불균등한 가입은 

보편성을 촉구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노사관계 측면을 통해 표출되었다. 

1983년 선출된 Hawke 노동당 정부는 고금리, 인플레이션 압력, 재정적자, 대외채무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저축을 증대시켜야 했다. 그 수단으로 생산

성 보상 성격의 퇴직연금을 보편적인 제도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위해 사용자로 하여

금 임금의 3%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산업형기금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정부의 개입으

로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하였고, 그 결과 1987년부터 1991년 동안 4년이라는 짧은 기

간 동안 가입률이 거의 2배(40% → 79%) 가까이 상승하였다.

가입률은 급증하였지만 부담률 3%는 노후소득을 마련하는 데는 부족한 수준이었다. 

1991년 호주 정부와 노동조합연맹(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s)은 부담률 인

상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1992. 7. 1부터 사용자 부담금(Superannuatio

n Guarantee: SG)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의무화시켰다. 여기서 보증

(Guarantee)은 투자수익이나 은퇴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부담금 납

입을 정부가 보증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을 실행시키기 위해 

징세권을 동원하였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미납한 부담금뿐만 아니

라 지연이자 및 징수 관련 행정비용까지 부과했다. 국세청이 개입하여 미납금액을 납

부하도록 조치함으로써 2층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4) 주로 공공부문과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운영되었으며, 사용자 간 부담금, 수급권, 

이전성 등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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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법정부담금

<표 Ⅱ-1>은 정부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인상해온 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1992. 7. 1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당시 3%에서 시작하였으나, 3년 후에 6%로 높아졌으며, 이후 점

진적으로 인상되어 2014. 7. 1에 9.0%에 도달하였다. 

호주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퇴직연금제도의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해 법정부담금을 12%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이후 33년만에 

법정 사용자 부담금이 4배(1992년: 3% → 2025년: 12%)로 높아진 것이다. 

<표 Ⅱ-1> 사용자 법정부담금 수준
(단위: %)

1992
∼1994

1995
∼1997

1998
∼2000

2000
∼2001

2002
∼2014

2015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3.0 6.0 7.0 8.0 9.0 9.5 10.0 10.5 11.0 11.5 12.0

자료: Vanguard(2017. 6),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Overview

사용자의 법정부담금 적용 예외자는 ① 월 소득 $450 미만, ② 70세 이상, ③ 18세 

미만·주 30시간 미만 근로자이다. 적용 제외자의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국세청에서 

부담금 납입을 강제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률이 취업자의 94%에 달할 정도로 내실있는 

제도로 정착되었다.

다. 3층 개인연금제도

호주에서 3층에 해당하는 노후보장제도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세전(Before-Tax)소득이나 세후(After-Tax)소득을 활용하여 가입하는 방식이다. 정부

는 가입자의 자발적인 부담금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매

칭 기여를 통해 가입 유인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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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 세전 기여(Concessional/Salary Sacrifice)

임금 근로자는 법정 사용자 부담금(SG) 외에 자신의 세전 소득을 활용하여 일시금 

또는 정기 부담금 형태로 추가 기여할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 세전소득에서 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이다. 기여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2017. 7. 1 

기준 $30,000(49세 미만), $35,000(49세 이상)이다.

정부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담금에 대해 일률적으로 15% 과세하며 한도 초과 

부담금에 대해서는 한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호주에서는 사용자의 법정부담금과 가

입자 부담금 모두 소득세 부과 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정률(15%) 과세한다. 개인에 대

한 한계소득세율이 최고 45%이고, 여기에 메디케어 부담금 2%를 가산하기 때문에 퇴

직연금 부담금에 대해 일괄적으로 1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호주에서도 2018. 7. 1부터 세전 추가 기여(Catch-Up)를 허용하였다. 총 적립금 

$500,000 미만 가입자가 활용하지 않은 세전 기여 허용한도를 5년간 이연해서 추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개인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마련을 위한 용도로 퇴직연금기금에 부담

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가입자 세후 기여(Non-Concessional / After-Tax)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는 세후 소득(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다. 호주 노동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는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

가 납부하는 법정부담금(Superannuation Guarantee)을 적립할 수 없다. 가입자 세후 

기여방식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연간 $500 한도)5)을 부여하며, 자영업자 

중 30% 정도가 이를 활용하기 위해 자신이 부담금을 납부한다. 

또한, 가입자의 배우자도 세후 자금을 활용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는데, 배우자 

기여 시 세제혜택(연간 $540 한도)을 부여한다. 배우자 부담금제도는  소득이 높은 배

5)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Government Co-Contribution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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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자가 소득이 낮은 배우자($37,000 이하)의 계좌에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남성/

여성, 법률혼/사실혼 모두에게 허용되며, 70세 미만까지 허용된다. 이는 가계 차원의 

노후저축을 최적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세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

자 부담금을 배우자와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저소득 계층 지원 

호주 정부는 저소득 계층(과세표준소득 $37,000 이하)의 적립금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정책(LISTO: Low Income Superannuation Tax Offset)6)을 활용한다. 가

입자가 납부한 퇴직연금 부담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 한도)을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2. 퇴직연금제도

가. 개관

여기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2층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

다. 호주의 퇴직연금시스템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시각화하여 

정리하면 <그림 Ⅱ-2>와 같다. 퇴직연금제도의 한 축으로 퇴직연금기금(이하 ‘연기금’

이라 함), 수탁자 및 이를 감독하는 감독당국이 존재하며, 다른 한 축으로 퇴직연금제

도 운영에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를 조달하는 시장과 사업자가 존재한다.

6) 2012~2016년에는 Super Co-Contribution, Low-Income Super Contribution(LISC)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17년부터 LISTO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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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 호주 퇴직연금시스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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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일시금, 분할인출, 기타

사용자 가입자

수
탁
자

연
기
금

금융서비스 시장과
기타 서비스 제공자

구입

외부제공 내부제공

운영
펀드보관,

관리

감사 계리

투자관리자 자산컨설팅

기타자문

운영관리 자산관리

현·예금 주식 뮤추얼펀드 부동산 채권 대체투자

투자자산군

보험가입

보험금
지급

주: 1) 괄호 안 숫자는 2016. 6. 30 기준 감독당국(APRA)에 보고된 것임
2) EPSSSs: 등록된 연기금 중 공적제도와 자기관리기금을 제외한 것임
3) 소형 연기금은 집합투자신탁(Pooled Superannuation trusts) 포함한 것임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6. 11), “How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uperannuation System”,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Report

호주의 퇴직연금시스템은 계약형 중심인 우리나라와 달리 신탁법(Trust Law)에 근

거한 제도이다. 수탁자는 퇴직연금 관련 법령7)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신탁법에서 요

구하는 책무를 부담하게 된다. 특히 연기금의 수탁자(Trustee)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가

입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산을 관리하고, 가입자 이익(Best Interest Of Beneficiaries)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들은 연기금 내에서 또는 외부에서 제도 운영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는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수탁자 서비스(Trustee Services)

• 연기금 관리

• 자산관리 서비스와 컨설팅

7) 관련 법령은 Superannuation Industry(Supervision) Act 1993과 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Regulations 1994가 해당되며, Corporations Act 2001에서 규정한 인가, 공시 
등도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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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보관 서비스(Custodial Services)

• 보험

• 투자자문

위에서 열거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체는 연기금 내부 및 외부에 다수 존재하므로 

가입자 이익에 가장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형 연기금은 일체

형(Bundle) 계약 체결을 선호하나, 대형 연기금은 분리형(Unbundle) 계약을 선호한다. 

대형 소매은행과 같이 수직적으로 통합된 금융회사의 경우 그룹 계열사 내에서 위에

서 언급한 기능을 조달할 수 있다.8) 

대부분의 연기금은 가입자들에게 투자 관련 자문 서비스에 대한 옵션을 제공한다.9) 

자문은 가입자의 상황(투자목표, 리스크 허용도, 재무상황 또는 니즈 등)에 대한 맞춤 

수준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표준적인 서비스로서 추천(Recommendation)은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입자별 상

황을 고려하지만, 그 범위가 특정 범주로 한정되는 서비스이다. 연기금 내에서 이루어

지는 자문 비용은 연기금의 운용관리수수료에 의해 충당된다. 세 번째는 개인별 맞춤 

서비스로서 관련 비용은 서비스를 받는 특정 가입자가 부담한다. 

나. 제도 유형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이 지배적이다. 2017. 6. 30 기준 2천 7백만여 개

의 계좌에서 확정기여형이 95.6%를 차지하며,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을 동시에 보

유한 비중은 1.1%로 96.7%가 확정기여형에 가입한 상태이다. 적립금 기준으로 보면, 

확정기여형 비중이 76.8%에 달한다. 주요국의 확정기여형 비중이 미국 60%, 영국 

8) 예를 들면 대형 4대 은행과 AMP 등이 해당됨

9) 연기금을 통해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시장임. 소매형기금의 경우 대형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문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가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비해 산업형기금과 공공부문에서는 본체 내에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
고 있음. Industry Fund Services는 산업형기금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
며, 약 110명의 자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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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네덜란드ㆍ캐나다 5%, 일본 4% 수준임을 감안할 때,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확

정기여형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Vanguard 2017). 

<표 Ⅱ-2> 호주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규모(2017. 6. 30)

구분
계좌 수
(천 개)

적립금
($Million)비중(%) 비중(%)

확정급여형(DB)  910 3.3 305,225 17.7

확정기여형(DC)  26,233 95.6 1,327,443 76.8

DB&DC  310 1.1 94,824 5.5

전체  27,453 100.0 1,727,492 100.0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다. 연기금 유형

호주의 퇴직연금제도는 기금형 지배구조를 갖는 퇴직연금기금 중심으로 운영된

다.10) 가입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개 연기금(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 공

적기금, 기업형기금, 자기관리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소매형기금만 영리조직이며 나

머지 4개 연기금은 비영리조직이다.

연기금의 이익단체로서 퇴직연금수탁자협회(AIST: Australian Institute of Superan

nuation Trustees)와 금융서비스사업자협회(FSC: Financial Services Council)11)가 존

재한다.  AIST는 산업형기금, 기업형기금 및 공공부문 기금으로 구성되어 수탁자와 연

기금 직원에 대한 전문 교육, 컨설팅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며 FSC는 소매형기금을 

운영하는 은행, 생명보험회사 및 금융자문네트워크의 이해를 대변한다.

10) 호주에서도 기금형이 아닌 방식으로 퇴직저축계좌(RSAs: Retirement Savings Account)가 
존재함. 이는 은행이나 생명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체 퇴직연금시장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미미함. 자세한 내용은 부록 Ⅰ에서 기술함 

11) 기존 IFSA(Investment and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가 2010년부터 Financial 

Services Council로 명칭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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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형기금(Corporate Funds)

기업형기금은 단일 사용자 또는 상호 연관된 복수 사용자가 운영하는 ‘본체

(In-House)’ 방식의 연기금이다. 의사결정기구인 수탁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되므

로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 가입자격은 피고용인으로 제한되지만, 

연기금에 따라서는 배우자 명의로도 가입할 수 있다. 

2) 산업형기금(Industry Funds)

산업형기금은 주로 특정 산업에 소속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공

동으로 참여하는 연기금이다. 가입대상이 특정 산업종사자로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매형기금과 경쟁관계에 있다. 대표적인 산업형기금은 

UniSuper(교육), HESTH(건강), CBUS(건설 및 건축), HostPlus(병원) 등이다. 산업형기

금은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본체 내에서 관련 서

비스를 제공한다.

3) 공적기금(Public Sector Funds)

공적기금은 호주 연방, 주 및 지방정부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

상으로 운영된다. 공공기관의 운용관리 서비스 사업자가 동일할 경우 이직 시 퇴직급

여의 이전도 가능하다. 공적기금의 50% 정도는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의 감독을 받지 않고, 해당되는  관련 정부 부처로부

터 직접 감독을 받는다.

4) 소매형기금(Retail Funds)

소매형기금은 주로 은행과 생명보험회사의 자회사인 자산관리회사가 운영하는 연

기금이다. 대표적으로 Bendigo Smart Start Super(Bendigo Bank), ING DIRECT 

Living Super(ING DIRECT), Colonial First State(Commonwealth Bank), OnePath 



24 연구보고서 2018-14

(ANZ Bank)12) 등이 있다. 

소매형기금은 영리조직으로 운영되며, 수탁자는 연기금에서 고용할 수도 있고 사업

자 소속 직원이 될 수도 있다. 투자 상품으로는 자신이 제조한 상품과 외부 자산운용업

자가 제조한 상품을 제공하며, 보험대리점이나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를 통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소매형기금은 일반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개인별 자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을 부과한다.

소매형기금이지만 수탁위원회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개인과 

기업이 참여하는 집합투자(Master Trusts) 방식으로 자산이 운용된다. 소매형기금은 

다른 연기금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대형 은행그룹이나 생

명보험회사의 일부로서 퇴직연금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수행한다. 

호주에서 퇴직연금제도와 은행산업은 상호 연계되어 금융부문을 지배하고 있다.13) 

예를 들면, 은행 그룹 산하 자산관리, 금융자문 및 기타서비스 부문의 자회사를 통해 

연기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소매형기금 적립금의 55%를 차지하면서 운영관

리수수료와 상품판매 이익을 수취한다. 은행 자산의 약 25% 정도가 연기금으로부터 

수취한 것인데,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안전자산인 은행예금 

수요가 높아진 결과이다.

5) 자기관리기금(SMSFs: Self-Managed Superannuation Funds)

호주에서 자기관리기금은 근로자 또는 은퇴자가 자신의 연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

는 방식(“Do-It-Yourself”)이다. 주로 부유층이 가계 단위로 설립하는데, 최대 4인까지 

가입할 수 있으나 실제 1~2인 가입자가 대다수이다. 

12) 2017년 하반기 이후 호주 은행그룹들은 보험자회사를 매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보험
부문의 수익성 저하, 금융그룹 자본 확충 필요성, 불완전판매에 따른 평판위험 등 때문
임. ANZ Bank도 자회사인 OnePath를 스위스의 Zurich Group에 매각할 예정임(전용식·

정인영 2018. 1. 2)

13) 호주의 4대 은행은 CommonWealth Bank Group, National Australia Bank, ANZ Banking 

Group, Westpac Banking Corporatio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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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3> 호주 연기금 개수 추이(1996~2016년) 

자료: ASFA(2017. 3), “The Australian Superannuation Industry”

라. 연기금 추이

1) 개수 및 적립금

호주 퇴직연금시장에서는 연기금 간 통합으로 인해 지난 20년 간 연기금 수가 큰 폭

으로 감소하였다. 연기금 내에서의 활발한 합병 활동으로 인해 소매형기금과 산업형

기금 개수 역시 지난 20년 동안 각각 64%, 76% 감소하였다. 공공부문 연기금도 공공부

문 통합과 민영화 조치로 인해 59% 감소하였다.

가장 감소세가 두드러진 연기금은 기업형기금이다. 기업형기금 수는 1996년 4천 개

에 달하였으나 2016년 말에는 30개에 불과했다. 폐쇄된 기업형기금의 적립금은 소매

형기금이나 산업형기금으로 이전되었다. 이는 소규모 기업형기금에 비해 소매형기금

과 산업형기금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운영관리비가 저렴하고, 상품옵션이 풍부하고, 

운용전문가가 많다는 장점이 작용한 결과이다.14)

14) 기업형기금, 소매형기금, 산업형기금 및 공적기금 개수가 크게 감소한 데 비해, 자기관리
기금 개수는 1996년 10만 개에서 2016년 58만 개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투자에 대
한 자율권이 매우 높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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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30 기준 APRA의 감독을 받는 연기금은 228개이며, 전체 적립금 규모는 

$2.5조이다. 자기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소매형기금의 규모가 40%를 초과한다. 시장집

중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졌는데, 은행과 생명보험회사가 사업자로 참여하는 소매형기

금에서는 대형 4개 은행그룹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 

<표 Ⅱ-3> 호주 연기금 유형별 개수 및 적립금 규모(2017. 6. 30)

구분
연기금 수1)

(개)
계좌 수
(천 개)

적립금
($10억)

계좌당 적립금
($1,000)

기업형기금 26 329 59 168

산업형기금 40 11,272 543 45

공적기금 37 3,570 561 162

소매형기금 125 12,313 589 47

자기관리기금 598,596 1,128 699 595

집합투자
2)

40 - 136 -

책임준비금3)
- - 54 -

전체 2,283  28,612 2,504 84

주: 1) 연기금 개수는 APRA의 감독을 받는 기업형기금, 산업형기금, 공적기금, 소매형기금 합계임
     2) 공동 운용하는 집합투자신탁의 총자산은 기금별 자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규모 산출 시 제외됨
     3) 생명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을 의미함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표 Ⅱ-3>은 2018. 6. 30 기준 연기금 유형별 개수 및 적립금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계좌 수는 2천 860만 개에 달하며, 계좌당 평균 적립금 규모는 $84,000이다. 연

기금 유형별로 보면, 기업형기금($168,000)과 공적기금($162,000)이 높은데 비해, 산

업형기금($45,000)과 소매형기금($47,000)은 낮은 수준이다. 

2) 투자수익률 

<표 Ⅱ-4>는 APRA 감독을 받는 연기금의 투자수익률 실적이다. 2017년 전체 연기

금의 평균 투자수익률은 9.1%이며, 산업형기금이 10.5%로 가장 높고, 소매형기금이 

7.8%로 가장 낮다. 75번째 백분위 수와 25번째 백분위 수 간의 차이는 소매형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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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p로 가장 높고, 산업형기금이 1.5%p로 가장 낮다. 

최근 5년 수익률(2013~2017년) 평균은 9.2%인 데 비해, 최근 10년 수익률

(2008~2017년) 평균은 4.1%로 크게 낮아진다. 이는 위험자산의 편입 비율이 높아 투

자수익률이 급락한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2008~2009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Ⅱ-4> 호주 연기금 투자수익률
(단위: %, %p)

구분
기업형 
기금

산업형
기금

공적
기금

소매형
기금

전체

연평균(2017) 9.2 10.5 9.3 7.8 9.1

25번째 백분위 수(Q1) 7.0 9.4 8.5 4.6 6.2

75번째 백분위 수(Q3) 9.9 10.9 10.9 8.1 9.2

사분위 수 범위(Q3-Q1) 2.9  1.5 2.4 3.5 3.0 

5년 평균(2013~2017년) 9.3 10.2 9.7 8.1 9.2

10년 평균(2008~2017년) 4.5 4.9 4.8 3.1 4.1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3) 수수료 구성

앞서 언급한 투자수익률은 수수료 및 비용을 차감한 후 순수익률이다. 호주 연기금

에서 수수료는 매우 다양한 명목으로 부과되지만, <그림 Ⅱ-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

영관리, 자산관리(투자) 및 기타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산관리 서비스의 경우 적

립금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영관리 수수료는 정액($)과 적립금 기

준(%)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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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4> 호주 연기금 수수료 구성

주: 일부 파악할 수 없는 비용은 누락되었음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Productivity Commission(2016. 11), “How to Assess the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Superannuation System”, Productivity Commission Research Report

<표 Ⅱ-5>는 APRA 감독대상인 연기금이 2017년에 지출한 수수료 수준을 보여준다. 

전체 수수료 수준은 적립금 대비 0.8%(운영관리 수수료 0.5%, 자산관리 수수료 0.3%)

로 파악되었다. 연기금별로 보면, 공적기금(0.5%)이 가장 낮고, 기업형기금(0.6%), 산

업형기금(0.7%), 소매형기금(0.9%) 순이다. 소매형기금은 운영관리 수수료가 0.8%로 

타 연기금 대비 높은 수준이다. 소매형기금에서 높은 수수료가 가입자의 수익률을 낮

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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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5> 호주 연기금 수수료(2016. 7. 1~2017. 6. 30)
(단위: %)

구분
기업형 
기금

산업형
기금

공적
기금

소매형
기금

전체

운영관리 수수료(A) 0.2 0.3 0.2 0.8 0.5

자산관리 수수료(B) 0.4 0.4 0.3 0.1 0.3

전체(A+B) 0.6 0.7 0.5 0.9 0.8

자료: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2018. 3), “Statistics-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

마. 감독체계

1) 분야별 감독

호주의 퇴직연금산업에 대한 감독체계는 건전성과 영업행위 규제를 분리한 소위 양

봉형 방식을 따른다. 연기금의 재무건전성과 관련된 감독은 호주건전성감독청(APRA: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에서 담당하며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

위 규제는 증권투자위원회(ASIC: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 Commission)에

서 담당한다. 주요 감독 분야를 정리하면 <표 Ⅱ-6>과 같다.15) 

큰 틀에서 보면, APRA는 은행, 보험, 연기금을 통합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퇴직연금 

감독영역은 연기금의 지배구조, 투자관리, 보험, 리스크관리, 수탁자 책무 등이다. 이

에 비해 ASIC는 소비자보호를 감독하는 기관이므로 퇴직연금 관련 공시, 민원, 금융상

품 및 영업행위 등을 관장한다.

15) 자기관리기금(SMSFs)은 국세청(ATO: Australian Taxation Office)에서 감독함. 4인 이하 가
입자가 수탁자가 되는 구조이므로 가입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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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호주 퇴직연금제도 감독기관

건전성감독청(APRA) 증권투자위원회(ASIC)

ㆍ연기금 지배구조 ㆍ공시요건

ㆍ투자관리 ㆍ민원처리

ㆍ보험 및 아웃소싱 계약 ㆍ금융상품(펀드,보험,예금 등)   

ㆍ준법감시(유동성, 리스크관리 등) ㆍ불공정영업행위(자문서비스 포함)

ㆍ수탁자 책무

자료: Vanguard(2015. 7), Australian Superannuation System Overview

APRA의 감독을 받은 연기금 수탁자는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수탁자가 

자문서비스와 같은 특정한 영업행위를 수행하거나 일반인 대상 연기금의 수탁자가 되

기 위해서는 ASIC에서 담당하는 금융기관인가(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호주의 퇴직연금 규제 및 감독은 영역별·연기금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감독을 위해서는 감독기관 간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APRA는 ASIC, ATO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여 감독 관련 기관 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이를 통해 중복 감독에 따

른 비용을 감소시키고 감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2) 데이터 구축

퇴직연금상품과 같이 수요 측면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16)에서는 가입자가 적

극적으로 거래조건을 탐색하여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기금을 선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

가 시장에서 투명하게 유통되어야 한다. 

호주 감독당국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유용한 정보를 집적하여 시장에 투명하

게 공개하고자 노력하였다. APRA는 Financial Sector (Collection of Data) Act 2001에 근

거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징구17)하는데 주요 항목은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16) 상품 내용이 복잡하고, 구매 빈도가 낮으며, 구매 의사결정과 급부 발생 시점 간 기간 
차이가 매우 긴 상품이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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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배구조

   - 투자 관련 지배구조

   - 투자성과

• 리스크관리

• 기타

   - 보험계약

   - 디폴트 투자 상품(MySuper에 대해서는 후술) 이전

   - 적립금 이전(Eligible Rollover Fund Transition)

• 재무정보

   - 재무상태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재무성과보고서(Statement of Financial Performance) 

   - 수수료

   - 가입자 정보

   - 상품 대시보드(Product Dashboard) 등

APRA는 위 데이터 중 일반에게 공개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정기 보고서를 발간하

는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MySuper 보고서

동 보고서는 디폴트 투자상품인 MySuper에 대한 정보(“MySuper Statistics”)를 개별 

제품별로 제공한다. 구체적 내용은 상품 특성, 대시보드 측정, 자산배분 대상 및 범위, 

투자 성과, 비용, 생애 주기 투자 전략 및 URL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상세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용자는 APRA의 규제대상인 MySuper 상품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발표 주기는 분기 및 연간이다.

17) 데이터는 감독당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D2A: Direct to APRA)를 사용하여 전자방식
으로 전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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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기금 통계 

연기금 통계(“Annual Fund-level Superannuation Statistics”)는 전체 퇴직연금산업

을 조망할 수 있는 자료이다. APRA의 감독대상인 가입자 4명 이상 연기금에 대해 특

성 및 구조, 투자성과 및 재무상태, 수수료 및 가입자 정보 등에 대한 상세 내용과 수탁

자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다) 연기금 투자성과 

연기금의 투자성과(“Quarterly Superannuation Performance”)는 퇴직연금산업 전

체에 대한 재무성과, 재무상태, 주요 비율 및 자산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라) 퇴직연금 연차보고서 

퇴직연금에 대한 연차보고서(Annual Superannuation Bulletin)는 정책당국, 감독기

관, 수탁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

록 주요 정보를 발표한다. 

감독당국은 위와 같은 데이터 구축 및 공개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에 대한 공정한 연

구 활동 및 정책 입안을 지원하고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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