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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    

개요개요개요개요    

 

이 안내서는 외국인 투자가 및 그들을 돕는 전문인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거나 뉴질랜드와 교역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소개하고자 한다. 

• 배경배경배경배경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관심 대상이 될만한 뉴질랜드의 

일반적인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대해 설명한다. 

•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투자투자투자투자에서는 해외투자법이라 하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법률의 내용을 설명 한다. 

• 사업사업사업사업    시작시작시작시작에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의 종류와 그 

설립에 대한 설명을 한다 (현지법인, 지사, 합작투자). 

• 계약계약계약계약    및및및및    고용고용고용고용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관심 대상이 될 만한 

계약 및 고용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다. 

• 국제국제국제국제    무역무역무역무역에서는 국제 무역에 적용되는 뉴질랜드 법규의 내용을  

설명한다. 

• 세제세제세제세제에서는 해외 투자가들에게 관심이 될만한 세제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 이민이민이민이민에서는 해외 투자가들에게 관심이 될 만한 이민 규정을 

요약하여 설명한다. 

 

이 안내서는 2006년 8월 1일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근거로 하며, 

상세한 모든 내용을 다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Queen City Law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한다. 

 

Queen City Law는 New Zealand 내 외국인 투자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투자, 이민,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M&A, 금융 및 기타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이다. 

  

이 안내서가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와 관련된 법률에 대한 귀하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귀하께서 직접 투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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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    

배경배경배경배경    

정부정부정부정부    정책정책정책정책 

뉴질랜드 경제체제 및 각종 규제제도는 1984년 이후 크게 변동 되었다. 

과거 뉴질랜드 경제체제는 규제가 심했고, 중앙통제 하에 수입통제, 

관세부과, 정부보조금 등의 방법으로 해외시장으로부터 자국경제를 보호 

했었다. 

오늘날에는 규제철폐, 중앙통제 철폐의 Open경제 체제를 채택하여 해외 

경쟁에 직접 노출 되도록 하고 있다. 수입통제를 통한 보호가 거의 

없으며 정보보조금을 통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였고 관계법령도 개정했다. 

이제는 뉴질랜드 내 외국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체제의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정치체제 및 무역관계도 쇄신 

했다. 영국이 EU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입된 후, 뉴질랜드는 자구책 

으로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 

정부정부정부정부 

뉴질랜드는 독립된 주권 국가이며 영 연방의 일부 구성원이다. 국민의 

민주 선거로 피선된 국회가 있고, 국회의원 선거는 3년에 한번씩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뉴질랜드는 연방국가가 아니다. 국회는 단원제이며 모든 법은 최고 입법 

기관인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에서 제정한다. 1993 년에 

국민투표에 의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최다득표제 (First Past the 

Post)에서 혼합 비례 대표제 (MMP)로 바꾸었다. 

법률법률법률법률 

뉴질랜드는 관습법(common law)을 채택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법체계는 판례법(법원의 판결사례)과 뉴질랜드 국회에서 입법한 성문법 

(statutes)을 구성요소로 한다. 판례법은 성문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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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배경배경배경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투자투자투자투자    규제규제규제규제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는 법규로는 

해외투자법(이하 "해외투자법"이라 함)이 있다. 이 법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외투자위원회(이하 "OIO"라 함)가 승인 업무를 

관장한다. 

OIO가 외국인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일반일반일반일반    규제사항규제사항규제사항규제사항 

외국인 투자가도 뉴질랜드인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의 일반 법규를 준수 

해야 한다. 법률의 예를 들면 회사법(1993), 파트너쉽법(1908 - 

파트너쉽을 규정), 상법(1986 - 독과점방지 또는 자유경쟁법을 규정), 

뉴질랜드 중앙 은행법(1989 - 은행업무를 규정) 등이 있고, 이런 법률들은 

모두 뉴질랜드인이나 외국인 투자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환외환외환외환    규제규제규제규제 

뉴질랜드는 모든 외환규제를 철폐했다. 따라서 자본금, 수익금, 배당금, 

로열티, 이자 등을 뉴질랜드에서 외국으로 또는 외국에서 뉴질랜드로 

송금을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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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배경배경배경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투자투자투자투자    장려장려장려장려    지원책지원책지원책지원책 

뉴질랜드 정부의 경제철학 중 하나는 건전하고 한결같은 경제정책을 펴고 

경제 성장률을 높임으로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단점이라면, 다른 나라와는 달리 뉴질랜드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업종이나 특정 지역에 투자할 경우라도 투자 장려를 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 자유무역 지역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에서 수출한 상품을 제조하는 데 

관세가 부과된 수입 원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관세 

환급을 허용한다. 

뉴질랜드에서뉴질랜드에서뉴질랜드에서뉴질랜드에서    사사사사업을업을업을업을    하는하는하는하는    방법방법방법방법 

뉴질랜드에서 외국인이 투자를 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크게 3 가지가 

있다. 

• 현지에 법인(이하 "현지법인"이라 함)을 설립하거나 구입하는 방법 

• 외국기업의 지사(이하 "지사"라 함)를 설립하는 방법 

• 합작투자를 하는 방법, 즉 현지법인이나 지사를 통한 타사에 대한 

투자참여 방법 

 

위와 같이 사업체를 설립하는 방법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개인자영업자(sole proprietor)로 개인 명의의 사업을 하는 방법 

• 신탁(trust)이나 건축조합(building society) 또는 산업 및 공제 

조합(provident society)을 설립하는 방법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 방법 중 어떤 구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것은 투자의 성격, 리스크 관리 (Risk 

Management), 그리고 납세 부담의 차이 등 투자 마다 고려할 

사항이 다르기에 선정하기 전에 필히 전문가와의 상의를 권한다. 

  

이 안내서의 내용은 현지법인, 지사, 합작투자의 설립에 관한 설명 

으로 국한한다. 외국인 투자가로서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그 외의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Queen City Law로 연락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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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    

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투자투자투자투자    

개요개요개요개요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구입하고자 할 때 이를 

규제하는 주요 관할 법은 해외투자법(이하 "해외투자법"이라 함)이다. 

해외투자법은 각종의 투자 활동에 적용된다. 

상업적인 어업과 같은 활동은 해외투자법 외에도 별도의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여기에서 “ 외국인” 은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뜻하며 이는 회사, 합자회사 (Partnership), 신탁 (trust) 등의 법인도 

포함한다. 

해외해외해외해외    투자법투자법투자법투자법 

해외투자법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투자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모든 투자에 대해 항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승인 대상인지 여부는 투자금액, 투자형태, 및 투자부문에 따라 

결정된다.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투자 즉, 예외가 적용되는 투자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다. 

뉴질랜드 정부 정책이 외국인의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해외투자법에서 요구하는 승인 대상이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승인이 된다. 그러나 투자 대상이 뉴질랜드 토지의 사용이나 토지의 

소유에 관련되거나 토지(임야 포함)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인여부가 조금 불확실하다. 외국인이 이러한 부문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투자가 뉴질랜드의 국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이를 심사하는 기관은 

해외투자위원회(OIO)이다. 해외투자법에서는 무조건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승인 거절 등 투자 승인에 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해외투자 

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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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투자투자투자투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주식주식주식주식    투자투자투자투자    규제규제규제규제    

해외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뉴질랜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승인도 필요하지 않다. 

• 투자금액이 일정한도를 초과하거나 

• 투자대상이 토지이거나 토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때 

• 그리고 주식 전체의 25% 이상을 매입할 때 

    

금액금액금액금액    한도한도한도한도 

다음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식매입 대전이 NZ$100,000,000을 초과하거나 

• 회사 발행주식 감정가 총액이 NZ$100,000,000을 초과하거나 

• 투자 대상회사 주식발행인의 자산액이 NZ$100,000,000을 초과할 때 

    

토지토지토지토지    관련관련관련관련    투자투자투자투자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종류의 토지를 직접 매입하거나, 그 토지를 소유한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에는 승인이 필요하다. 

•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토지의 총 면적이 5 헥타르 보다 많을 때 

• 부속토지를 포함해서 토지의 총 면적이 4000 m
2
가 넘고 이름이 

있는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크기와 상관 없이 무명의 섬의 일부일 때 

• 토지의 총 면적이 4000 m
2
가 넘고, 동시에 용도가 자연보존의 

목적을 가진 경우, 보호지역(reserve), 공원 등 공공위락 목적을 

가진 경우, 또는 사유 개활지로 문화유산이나 역사보존 대상인 

경우 

• 해안선을 포함한 대지와 이웃에 있는 토지의 총 면적이 2000 

m
2
을 넘을 때 (바닷가에 위치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특히 고려할 

사항) 

 

구입하려는 토지가 바다, 호수, 공원, 문화 유산지 혹은 자연 보호 

지역등과 인접해 있고 그 면적이 2000 m
2 

넘는다면 OIO의 승인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먼저 조사를 해 보기를 권한다. 

     

자산자산자산자산////사업체사업체사업체사업체    투자투자투자투자 

외국 투자가가 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뉴질랜드 내의 자산을 

매입하고자 할 경우에 투자규모가 NZ$100,000,000을 초과하지 않는 한 

해외투자법에 의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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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투자투자투자투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해외투자위원회에서해외투자위원회에서해외투자위원회에서해외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할심사할심사할심사할    때때때때    고려고려고려고려    사항사항사항사항 

외국인이 투자신청을 한 경우 해외투자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지 검토한 후 승인을 한다. 

•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험과 실력이 있는 지 여부 

• 투자에 필요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지 여부 

• 좋은 인품의 소유자인지 여부. 

 

투자 대상이 토지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요인을 검토하게 

된다. 

• 현지 산업에 대한 추가 경쟁, 가격인하, 능률신장 여부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의 도입 여부 

• 신규 수출시장 개발, 수출업자를 위한 해외시장 확대 여부 

• 신규 직업 창출, 상실될 위기에 있는 직업의 유지 여부 

• 뉴질랜드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추가 자본의 도입 여부 

• 뉴질랜드 1차 상품을 뉴질랜드에서 추가 가공하는 지 여부 

• 외국인 투자가가 뉴질랜드에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에 실험 또는 연구활동을 할 것인 지 

여부. 

• 구상하고 있는 농지의 사용목적, 외국인 투자가가 직영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직영 능력 소지의 여부 

 

해외투자 위원회에 모든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때 심사가 더욱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다. 어떠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제공해야 할 

관련 정보의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상업 부동산 매입을 하는 

외국인 투자가는 위에서 언급한 많은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해외투자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뉴질랜드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서의 내용과 그 승인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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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투자투자투자투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투자투자투자투자    유형유형유형유형 

상업상업상업상업    부동산부동산부동산부동산    투자투자투자투자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상가건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 그곳에 있는 건물 

등 구축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의 가치가 NZ$100,000,000 미만일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순수 토지 만의 

가치가 NZ$100,000,000 이상일 경우에는 해외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해외투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거용주거용주거용주거용    부동산부동산부동산부동산    투자투자투자투자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주거용 부동산이나 휴양지 별장을 구입하고자 할 

때, 위에 언급한 승인 대상의 토지 유형이 (특히 해안선에 위치한 2000 

m
2
 이상의 토자 구입이) 아닐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 시민권법(1977)에 의하면 뉴질랜드 시민이 아닌 

경우라도 뉴질랜드 시민과 동일하게 토지를 구입,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뉴질랜드에서 집이나 기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뉴질랜드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투자투자투자투자    

금융기관이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하고자 할 때 "은행(bank)" 또는 "뱅킹 

(banking)" 이라는 용어를 그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한, 해외투자법에서 

정한 승인 대상이 아니면,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뉴질랜드 중앙은행법(1989)에 의거하여 뉴질랜드 중앙은행 (Reserve 

Bank)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은행은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게 된다.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 신청서를 심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범주를 정하고 있다. 이 범주에는 신청자가 금융시장에서 

가지는 지위, 자본금, 신뢰성, 운영능력 등이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자의 모국 법률 요건의 충족 여부를 함께 심사한다. 

중앙은행법에 의하면 중앙은행이 은행등록 신청을 심사할 때 적용할 

범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의 지위를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에는 어떠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그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에도 전혀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은행영업 신청자가 외국 

회사의 지사이든 현지 법인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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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투자투자투자투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중앙은행법에서는 또한 은행에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부과한다. 

• 중앙은행에 의한 감독; 그리고  

• 관련 정보의 제공 

이러한 요건은 외국인 투자가가 소유한 은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은행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금융기관은 법령에 의한 어떠한 감독이나 

규정의 제한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 대중으로부터 예금 투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가증권법(Securities Act 1978)에 의한 절차 및 

서류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일반일반일반일반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    적용되는적용되는적용되는적용되는    법률법률법률법률    

뉴질랜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각종 사업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이 

있다. 이 법은 뉴질랜드인이나 외국인 투자가에게 공통되게 적용된다. 

독과점 방지 및 자유경쟁에 관한 규정은 뉴질랜드 상법 (Commerce Act 

1986)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에 반영된 상거래 제한 규정은 주로 

호주의 교역법(1974)을 모방하고 있다. 이 호주법은 또한 상당 부분 

미국연방의 독과점방지법을 모방하고 있다. 

이 상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시장독점의 지위를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자산이나 주식의 취득은 금지되어 있다. 

2000년 하반 이전에 독과점을 초래하는 기업합병 한도가 호주와 

비슷하게 "자유경쟁을 심히 약화시키는" 수준으로 하향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상법의 독과점방지 조항은 독과점이 예상되는 기업합병을 하는 

당사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어떠한 자산취득이 

시장독점의 지위를 창출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상업위원회(Commerce Commission)의 승인이 없는 한 이에 벌금이 

부과되거나 자산 분산 명령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Fair Trading Act 1986)에서는 상행위의 표준을 정하고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를 통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상행위의 표준을 정함으로써 상법을 

보완하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의 상거래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자보호법(Consumer Guarantees Act 1993)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가정용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이나 용역에 

적용된다. 이 법에 의하면 제조업자, 공급업자, 수입상은 자기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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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외국인외국인외국인    투자투자투자투자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유가증권법(Securites Market Act 1988)에 의하면 어떤 투자가가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특정 회사의 주식을 5% 이상 직접, 

간접으로 구입한 경우, 당사자는 반드시 해당 회사 및 증권거래소에 

정해진 양식에 의해 상당(substantial) 수준의 주식소유자 임을 통보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이 통보서에는 투자가에 대한 정보와 그의 

소유 주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통보 외에도 해당 

투자가의 주식 소유에 1% 이상 변동이 생길 때 이를 대중에게 공개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환경관련 사항은 뉴질랜드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과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해 규제된다. 자원 관리법에 의하면 토지, 

대기, 수자원을 사용하는 모든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또는 

지역정부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어떠한 

택지 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으로써 뉴질랜드에 투자를 고려할 경우 투자 분야에 따라 

관련된 해당 법규의 규제 내용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를 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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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    

사업사업사업사업    시작시작시작시작    

현지현지현지현지    법인법인법인법인    설립설립설립설립 

개요개요개요개요 

회사법(Companies Act 1993) (이하 "회사법"이라 함)은 회사설립, 관리 

및 청산을 관장하는 법규로, 유한 및 무한 책임회사의 설립에 대해 

규정한다. 가장 보편적인 회사의 형태는 주식에 의해 책임이 배분되는 

주식 회사이며, 이 안내서는 이러한 주식 회사 만을 대상으로 설명한다.  

 

주식주식주식주식    회사회사회사회사    설립설립설립설립 

회사법에 의하면 주식에 의해 책임이 배분되는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의 

책임은 해당 회사에 가지는 본인의 주식 지분의 자본금에 국한한다. 

주주가 해당 주식에 해당하는 모든 자본금을 지불한 경우 그 주주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책임이 없다 (유한 책임 회사). 

회사법에서는 주주의 수나 필요 자본금 액수에 조건이나 제한이 없으며, 

대중으로부터 공모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거래에서는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와 

그렇지 못한 비상장회사로 구분이 된다.  

뉴질랜드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는 회사법의 규제를 받으며, 회사 

등기소장(Registrar of Companies) 앞으로 규정된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 하고, 일정 수수료를 납부함으로 완료된다. 등기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명회사명회사명회사명    승인신승인신승인신승인신청청청청::::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등기소에 지정된 양식으로 

회사명의 승인을 신청하고 이름이 승인된 경우가 아니면 어떤 회사도 

등록될 수 없다. 

회사등기소장은 뉴질랜드 기타 법률에 위촉되거나, 다른 회사 이름과 

같거나 거의 같을 때, 또는 혐오감을 주는 이름일 경우에는 이의 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회사 이름에 대한 승인이 나면 형식상으로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 

영업일 동안 만 유효한 것으로 되어있다. 회사이름의 승인은 잠정적이며 

승인된 이름에 어떠한 소유권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승인은 등기소장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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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서류등록서류등록서류등록서류    제출제출제출제출:::: 회사등기소장으로부터 회사 이름의 승인을 받으면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고, 회사등기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등록서류를 

제출함으로 회사성립이 완료된다.  

- 회사명 승인서 

- 등록 신청서 

- 주주 및 이사 동의서 

- 이사 확인서 

- 회사정관 (의무사항 아님) 

 

• 등록등록등록등록    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등록신청을 할 때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필수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신청인의 성명, 주소 

- 각 이사 및 각 주주의 이름, 자택 주소 

- 주주별 소유 주식의 수 

- 회사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 회사의 서류 송달 주소 

 

• 주주주주주주주주    및및및및    이사이사이사이사    동의서동의서동의서동의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한 모든 주주 및 이사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반드시 한명 이상의 주주와, 한명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하며, 이사는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 주주는 주주가 됨에, 그리고 동의서에 명시된 주식을 인수함에 

동의해야 한다. 

- 모든 이사는 이사로 등재됨에 동의해야 한다. 

 

• 이사이사이사이사    확인서확인서확인서확인서:::: 모든 이사는 이사의 직위를 가질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 회사회사회사회사    정관정관정관정관 (Constitution) (Constitution) (Constitution) (Constitution)    :::: 회사 정관 등록은 의무적인 조항이 아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 따로 만들어져 등록되지 않으면 그 회사의 정관은 

회사법에 규정된 조항을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회사법(1993)에서 규정된 내용과 다르게 주주의 배제, 추가, 및 변경을 

원하는 경우 회사 설립시 이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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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회사의회사의회사의    설립설립설립설립 

규정된 서류가 갖추어져 있고 모든 기타 요건이 충족되면 회사등기소장은 

회사 설립을 승인한다. 회사가 등록되면 회사등기소장은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이 유한임을 표기해 발급한다. 등록된 회사는 등록된 날로부터 그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지사의지사의지사의지사의    등록등록등록등록 

회사법에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모든 외국기업은 회사법에 

의해서 외국기업의 지사 (이하 "지사"라 함)로 등록을 해야 한다. 

외국기업이라 함은 뉴질랜드 밖에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뉴질랜드에서 

설립된 회사에 적용되는 회사법의 규정은 외국기업의 지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기업은 회사등기소로부터 그 기업의 이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는 

뉴질랜드 영내에서 정식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할 수 없다. 회사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뉴질랜드에서 영업을 시작한 후 10 영업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그 기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해서 서명한 

동록신청서를 등기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야 한다: 

• 외국기업명, 주주들의 이름 및 자택주소 

• 외국기업의 뉴질랜드 내 주 사무실의 주소, 외국기업을 대표 해서 

서류 등을 송달 받을 권한을 부여 받은 뉴질랜드 내의 1 명 이상의 

거주자, 또는 뉴질랜드 내에서 설립된 법인의 이름과 주소 

• 회사 이름승인 통지서 

• 뉴질랜드 밖에서 회사가 설립되었다는 증거, 해당 법인의  정관이나 

정관이 없음을 설명하는 서류사본 (서류가 영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 번역본) 

상기 서류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일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회사등기소장 앞으로 변경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지사지사지사지사    및및및및    현지법인이현지법인이현지법인이현지법인이    가지는가지는가지는가지는    법률이법률이법률이법률이    정한정한정한정한    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지속적인    의무의무의무의무 

    

지사의지사의지사의지사의    경우경우경우경우 

뉴질랜드에서 지사 (이하 "지사"라 함)를 통해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에게 

요구되는 법률이 정한 지속적인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계자료의회계자료의회계자료의회계자료의    제출제출제출제출:::: 재무보고법(1993)에 의하면 외국기업의 이사는 

외국기업 및 관련 그룹의 재무제표가 완료된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사본을 회사등기소장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에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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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영업(뉴질랜드 내외의 영업)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지주 회사일 경우에는 그룹 통합 재무제표(이하 "통합 

재무제표"라 함). 통합재무제표는 외국기업의 이사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 제출한 통합재무제표에 모든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회사등기소장이 판단하지 않는 한 뉴질랜드 내에서 또는 뉴질랜드 

에서 비롯하는 영업활동(이하 "현지법인 재무제표"라 함)에 대한 

회계 감사를 받은 별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 필요 시 현금흐름표 

 

• 연례보고서연례보고서연례보고서연례보고서 (Annual Return)  (Annual Return)  (Annual Return)  (Annual Return) 제출제출제출제출:::: 등록을 한 첫해를 제외하고 모든 

지사는 회사등기소장이 정한 양식에 의해 매년 회사등기소장이 정한 

달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례보고서에는 지사가 설립된 

국가명, 지사명, 지사의 수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 연회비연회비연회비연회비    납부납부납부납부:::: 지사는 회사등기소장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마다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이름의이름의이름의이름의    명시명시명시명시:::: 지사가 제출하는 모든 통신문 및 법적의무를 수반하는 

작성(또는 서명)된 모든 서류에는 지사 명, 지사가 설립된 국가 명이 

기입 되어 있어야 한다. 

현지현지현지현지    법인의법인의법인의법인의    경우경우경우경우    

외국 기업의 뉴질랜드 현지법인에게 부여되는 법률이 정한 지속적인 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회계자료의회계자료의회계자료의회계자료의    제출제출제출제출:::: 재무보고법(1993)에 의하면 현지법인의 이사는 

현지법인 및 관련 그룹의 재무제표가 완료된 날로부터 20 영업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사본을 회사등기소장 앞으로 

제출해야 한다. 재무제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흐름표를 포함해야 한다. 

 

• 연례보고서연례보고서연례보고서연례보고서(Annual Return) (Annual Return) (Annual Return) (Annual Return) 제출제출제출제출:::: 등록을 한 첫해를 제외하고 모든  

현지법인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례보고서에는 다른 

내용 외에도 등기소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현지법인의 등록된 사무실 주소 

- 현지법인의 서류 송달주소 

- 주식자본금 요약 

- 이사들의 인적사항 

- 과거/현재의 이사명단  

- 최종 연차 총회일 

 

• 연회비연회비연회비연회비    납부납부납부납부:::: 현지법인은 회사등기소장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마다 연회비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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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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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보고서연차보고서연차보고서연차보고서(Annual Report) (Annual Report) (Annual Report) (Annual Report) 제출제출제출제출:::: 연례보고서(annual return) 외에도 

현지법인은 연례보고서(annual return) 외에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를 작성해야 하며, 연차보고서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들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차보고서는 회계마감일 후 5개월 

이내에 작성해야 하며, 현지법인의 연차총회 일로부터 30 영업일 

이전에 발송해야 한다. 연차보고서에는 다른 내용 외에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 해야 한다. 

    

- 재무제표 사본 

- 이사 보고서 

- 감사보고 (필요 시) 

- 이사들의 인적사항 

- 연 수입이 NZ$100,000 초과되는 임직원의 수(NZ$10,000 단위로 

그룹을 지어 표시) 

 

• 이름의이름의이름의이름의    명시명시명시명시:::: 현지법인이 설립된 경우 현지법인이 제출하는 모든 

통신문 및 법적의무를 수반하는 작성(또는 서명)된 모든 서류에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현지법인 명을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합작합작합작합작회사회사회사회사 (Joint Venture) (Joint Venture) (Joint Venture) (Joint Venture)의의의의    설립설립설립설립    

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    회사의회사의회사의회사의    구조구조구조구조 

뉴질랜드에서 "합작투자"라는 용어는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본이나 

물자를 특정목적의 사업에 힘께 투자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합작투자는 

다음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 진다.  

•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형태의 합작투자 

• 파트너쉽 형태의 합작투자, 또는 

•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형태의 계약에 의한 합작투자 

법인법인법인법인    형태의형태의형태의형태의    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 

법인 형태의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 이 안내서에서 이미 설명한 

회사법의 요건이 이러한 법인 형태의 합작투자에도 적용된다. 

법인 형태의 합작투자 회사의 구조 및 운영에 대해서는 합작투자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 합의서에 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파트너쉽파트너쉽파트너쉽파트너쉽    형태의형태의형태의형태의    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 

파트너쉽이란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상업 조직으로 파트너쉽법(1908)에 

의하면 영리라는 공동 목적 하에 영업을 수행하는 당사자들 간에 

존재하는 관계라고 정의 되어 있다.   

파트너쉽의 경우 각 당사자는 개인적인 책임은 물론 연대적인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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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 된다. 파트너쉽의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행위는 

파트너쉽 영업뿐 만 아니라 타방 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파트너쉽 

형태의 합작투자에는 당사자가 25명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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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업사업사업    시작시작시작시작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파트너쉽 형태의 합작투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작투자 파트너쉽 

계약을 체결함으로 성립된다. 파트너쉽법(1908)과 관습법이 이러한 

형태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트너쉽법(1908)에서 정한 

일반적인 규칙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로 변경될 수 있다.  

파트너쉽 형태 합작투자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모두 정할 수 

있다. 

 

• 파트너쉽의 목적 

• 각 당사자의 참여도 

•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관리구조를 포함하여 합작투자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 지에 대한 

규칙 

• 합작투자 기간 

• 합작투자 종료 사유 

 

법인을법인을법인을법인을    설립하지설립하지설립하지설립하지    않은않은않은않은    형태의형태의형태의형태의    계약에계약에계약에계약에    의한의한의한의한    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합작투자 

특수하고 드문 경우로, 파트너쉽도 아니고 법인을 설립하지도 않은 

형태의 합작투자를 할 수 있다. 파트너쉽 형태의 합자투자처럼, 이 

형태의 합작투자에서도 당사자들은 서면으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계약 만의 합작투자가 과연 파트너쉽 인지 여부는 사실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이러한 합작투자는 

파트너쉽 으로 이해하면 된다. 

뉴질랜드에는 파트너쉽이 아닌 계약만의 합작투자를 규정하는 별도의 

법이 없다. 계약 만의 합작투자 형태에서 자산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비율로 나누어 소유된다. 계약 만의 합작투자 계약서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파트너쉽을 동반한 합작투자의 조항과 비슷하다.  

합작투자에합작투자에합작투자에합작투자에    적용되는적용되는적용되는적용되는    규정규정규정규정    

외국인 투자가가 합작투자 형식에 의한 투자를 할 때에는 해외투자법이 

적용되며, 투자의 성격에 따라 수산업법(1983), 영해 및 전관경제수역법 

(1977)이 적용되기도 한다. 뉴질랜드에서 외국인이 합작투자 회사를 설립 

할 때 적용되는 그 외의 별도 규정은 없다. 외국기업으로서 지사로 

등록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뉴질랜드에서 계속적으로 합작투자 

를 직접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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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    

계약계약계약계약    및및및및    고용고용고용고용    

계약계약계약계약 

외국인과의외국인과의외국인과의외국인과의    계약계약계약계약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 소유 또는 외국인이 대주주인 기업 

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법규는 없다.  

외국인 투자가가 필요한 뉴질랜드 투자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 투자가 

와 그의 뉴질랜드 기업은 뉴질랜드의 기타 기업인과 그 기업체에 

적용되는 동일한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준거법의준거법의준거법의준거법의    결정결정결정결정 

뉴질랜드에 기반을 둔 기업과 외국기업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문제가 된다. 이 때, 뉴질랜드 법원은 

법률간의 저촉(conflict of law)에 대해 관습법의 원리를 적용한다. 일반적 

으로 말하여,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뉴질랜드 법원은 준거법 선택이 합리적이고, 진실성이 있고, 

선의이며, 합법적이 아니면 당사자들의 준거법 선택에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  

뉴질랜드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 협약(1980)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상품매매에 관한 국제계약에는 이 협약이 적용된다. 이 

협약에 대해서는 "국제 무역"에서 더 설명하기로 한다. 

    

분쟁의분쟁의분쟁의분쟁의    해결해결해결해결 

계약 당사자들은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법원 (Court)에 

제소하거나 중재 (Arbitration or Mediation) 에 회부하도록 약정할 수 

있다. 중재에 회부하도록 하는 결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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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계약계약계약    및및및및    고용고용고용고용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고용고용고용고용 

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외국인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취업취업취업취업    허가허가허가허가(W(W(W(Work Permitork Permitork Permitork Permit))))와와와와    비자비자비자비자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뉴질랜드에 입국해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비자와 취업 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뉴질랜드 입국을 

위한 단기 비자는 비교적 단 시간 내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업 

허가는 받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외국인 투자가가 

고용하고자 하는 피고용인이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고, 외국인 

투자가가 뉴질랜드에서 피고용인의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 취업 허가가 발급된다. 어떠한 경우에는 그러한 노동력을 

"뉴질랜드 현지 노동시장"에서 구할 수 없을 때에만 허용한다.  

 

이 취업허가의 신청조건에 대하여는 이후 “ 이민” 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고용고용고용고용    계약계약계약계약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뉴질랜드의 일반 고용 

법규가 적용되며, 뉴질랜드에서 체결되는 노동과 관련된 모든 계약에는 

성문법규와 관습법이 모두 적용된다.  

 

기본적인 노동 관련 법규는 고용관계법 (Employment Relations Act 

2000)이며 이외에도 공장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공휴일, 

최저임금, 최소 노동 조건 등을 규정하는 다른 법률이 있다. 

 

뉴질랜드의 노동제도에 의하면 피고용인은 고용주와 개별 고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계약의 일원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장에만 적용된다.   

 

고용관계법(2000)에서는 단체협상을 허용하고 노사관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조합원을 대표한 단체협약 협상은 노동조합 

만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고용인과 노동조합은 성의성의성의성의    있게있게있게있게 (Good Faith)Good Faith)Good Faith)Good Faith) 

협상에 임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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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    

국국국국제제제제    무역무역무역무역    

수입수입수입수입        

자국경제를 국제 자유경쟁에 노출시키기 위한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뉴질랜드는 수입허가제에 의한 보호 무역정책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소극적인 무역정책으로 전환했다. 모든 상품에 대해서 수입허가제를 

과감히 폐지하였고, 관세 보호정책도 대폭 축소하였다. 

관세를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2005 년까지 관세율을 동결을 시켰다. 

그러나 몇몇 상품(특히 의류 및 신발)의 관세율은 세계 수준으로 보아 

아직도 높은 편이다.  

뉴질랜드는 GATT(관세 및 무역일반협정) 회원국이며 무역기술장벽, 

정부보조금, 상쇄관세, 반덤핑, 관세평가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WTO 

(세계무역기구)의 조인국이다. 

수입수입수입수입    추가비용추가비용추가비용추가비용 

뉴질랜드에는 관세를 제외하고 수입상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세금이나 

부과금, 또는 기타 징수금이 없다. 일반적으로 GST라 부르는 

부가가치세는 뉴질랜드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부과한다.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CIF 가격 + 관세 금액에 GST를 

부과한다.  

GST는 일반적으로 상품을 통관하는 시점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수입상이 뉴질랜드 세관에 관세후납 적용을 신청하고 이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관 후에 납부할 수 있다.  

GST에 대해서는 이 안내서 "세제"에서 더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수입상에게수입상에게수입상에게수입상에게    적용되는적용되는적용되는적용되는    규정규정규정규정 

수입상은 특별히 등록할 필요가 없다. 



 

www.queencitylaw.co.nz 

23 

국제국제국제국제    무역무역무역무역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안내 

덤핑과덤핑과덤핑과덤핑과    상쇄관세상쇄관세상쇄관세상쇄관세 

수입규제철폐, 관세인하의 조치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뉴질랜드 

국내 생산품과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무역은 

자유화되었지만, 해외 공급업자의 부당한 경쟁에 의한 뉴질랜드 자국 

산업의 피해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뉴질랜드 정부는 덤핑 및 상쇄관세법(1988)을 실시하여 뉴질랜드 

시장을 상대로 하는 덤핑상품의 도입을 규제하고 있다. 덤핑 및 상쇄 

관세법(1988)은 WTO의 덤핑방지 및 상쇄관세에 관한 협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뉴질랜드와뉴질랜드와뉴질랜드와뉴질랜드와    호주간호주간호주간호주간    인접경제관계인접경제관계인접경제관계인접경제관계(CER) (CER) (CER) (CER) 협약협약협약협약 

1983년 뉴질랜드와 호주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향후 양국 

간에는 관세가 없는 자유무역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접경제관계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크게 성공을 거두어 원래 예정했던 시간 보다 앞 

당겨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간에는 상품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용역의 경우에도 자유무역 협약이 적용되고 있다. 

뉴질랜드 상품이 호주에서 관세나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50% 이상이 

뉴질랜드에서 제조 되었어야 한다. 상품의 원재료가 다양할 때 특히 주의 

를 요하며, 원재료의 50% 이상이 뉴질랜드 산이면 100% 뉴질랜드 산으로 

인정이 된다.  

국제국제국제국제    물품물품물품물품    매매에매매에매매에매매에    관한관한관한관한 UN UN UN UN협약협약협약협약 

뉴질랜드는 1995년 10월 1일에 발효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1980) (이하 "UN협약"이라 함)의 조인국이다. 이 협약에서는 국제 

물품 매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 이 협약에 준거한 매매계약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권리, 의무 및 양자 간의 분쟁 해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UN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물품 매매와 관련된 계약에 적용된다:  

•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히 UN 협약의 조인국에 속한 경우 

• 뉴질랜드의 일방과 계약을 하는 타방의 소속국이 UN 협약의 

조인국은 아니지만, 양자의 매매 계약에 뉴질랜드 법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그러나 매매계약 쌍방이 UN 협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뉴질랜드와 무역을 하는 외국인은 뉴질랜드가 UN협약 조인국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협약을 그들의 매매계약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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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농산물농산물농산물 

뉴질랜드의 경제는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뉴질랜드의 농업 산업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농업경제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의 수입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불가피 하다. 따라서 어떤 물품 

은 농수산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유해물질법을 충족시켜야 통과된다. 

포장포장포장포장    물질에물질에물질에물질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요건요건요건요건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물건의 포장재로 특정 물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들어 토양, 토탄, 건초, 풀, 이끼, 삼베(sacking), 

헤시언 삼베(hessian), 또는 동물이나 토양, 농산물 폐기물과 접촉된 물질 

은 포장에 사용할 수 없다.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물품에 합판이나 목재용기, 화물 운반용 팔레트, 

크레이트 등으로 만든 포장재를 사용하려면 나무껍질이 없어야 하고, 

진균이나 병충해의 피해를 받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라벨에라벨에라벨에라벨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요건요건요건요건 

뉴질랜드에서는 특정 상품의 라벨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들면, 

식품이나 약품의 라벨은 반드시 식품법(1981) 및 의약품법(1981)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법(1986)에서는 오도하는 상행위나 상품의 허위선전을 

금하고 있다. 특히 수입상은 수입 상품의 원산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시할 의무를 가진다. 1993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소비자정보 표준규정 

(1992, 의류 및 신발의 원산지 표시)에 의하면 특정 의류와 신발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법(1993)에서는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 

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보증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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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외국인의    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뉴질랜드    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투자안내    

    

세제세제세제세제((((稅制稅制稅制稅制))))    

    

개요개요개요개요    

뉴질랜드에서 소득세는 소득세법 (1994)에 근거하여 부과되며, 개인  및 

기업의 연간 종합 소득에서 공제가능 금액을 차감한 연간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과세  대상소득이란 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금융증서나 채권 

등의 수익, 토지나 주식 등의 장단기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공제가능 금액이란 과세 대상 소득을 얻기 위해, 또는 

해당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개인, 기업, 신탁(trust-“ 트러스트” )에는 각각 서로 다른 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뉴질랜드 세제 하에서 부부의 수입은 서로 별개로 취급된다. 

파트너쉽 (partnership) 형태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체에 대한 

과세는 없다. 대신, 동업자가 그 사업체에서 받는 소득에 대해 개인별로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설립 약관에서 정한 

트러스트 소득의 수혜자가  누구냐에 따라, 수탁자(trustee) 또는 

수혜자(beneficiary)에게 과세 된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뉴질랜드 세법이  적용된다. 

 

• 납세자가 뉴질랜드 거주자인 경우 (이 경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뉴질랜드에서 과세됨) 

• 납세자가 뉴질랜드 비거주자이지만 뉴질랜드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위의 두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뉴질랜드 거주자가 운영하는 해외 

사업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뉴질랜드와 이중과세 방지법이 체결된 국가에서 납세한 세금은 

뉴질랜드에서도 납세로 인정 받으며 이 경우 인정되는 금액은 해외에서 

납세한 금액과 해외부분 소득에 대해 뉴질랜드 법에 의해서 계산한 

소득세 금액 중 적은 금액이 된다. 그러나 이중과세 방지법의 협약 내용에 

따라 이의 적용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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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도양도양도    소득세소득세소득세소득세    

 

기본적으로 뉴질랜드에는 자본소득세(예: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러나 거래 성격상 본질적으로 자본거래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몇몇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 토지 매각에 있어 양도 차익을 목표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 

• 부채의 탕감 등  금융 편의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 뉴질랜드 거주자가 소유한 특정 해외 투자자산의 가치가 1년 전에 

비해 상승한 경우 

모든 납세자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이 아닌 납세자가 영업 상의 이유로 다른 날짜를 

기준일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일이 달라질 수도 있다. 

뉴질랜드에는 또한 GST(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 소비세가 있어, 거래되는 

모든 재화 와 용역에 부과된다. 그러나 금융거래나 개인 주택 임대 등 몇 

가지에는 예외적으로 GST가 부가되지 않는다. 

 

소득세소득세소득세소득세    

법인법인법인법인    소득세소득세소득세소득세 

세법 상 뉴질랜드 거주자인 기업은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33%의 법인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외국 기업도 동일한 세율 

을 적용 받으나, 다만 뉴질랜드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된다. 

뉴질랜드에서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세귀속 

제도(imputation system)를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 거주자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세와 당사의 주주가 납부하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에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 납부 법인세를 인정 받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주주가 

수령하는 배당금에 본인 분의 기 납부 법인세를 합하여 계산한 총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한 후, 여기에서 본인 분의 기 납부 법인세를 

차감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법인세 납세 귀속제도에 따라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배당금과 관련하여 납부해야 할 원천징수 세액에서 

본인 분의 기 납부 법인세를 차감 받게 된다. 따라서 비거주자가 배당금을 

수령할 때 사실상 비거주자 원천 징수가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뉴질랜드 거주자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해외 

배당금 원천징수(FDWP; Foreign Dividend Withholding Payments)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FDWP를 계산할 때는 해외에서 납부한 

원천 징수 세액이 있거나 외국 기업이 납부한 기초 법인세가 있을 경우, 

이 납부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 인정 받는다. 외국 기업이 호주, 카나다, 

미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또는 일본 거주자 기업일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세금이 완납 되었다고 간주되어 FDWP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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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WP는 또한 외국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원천 징수 환입금 

(credit)으로 인정되어 해당 금액 만큼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에게 

환불 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1998/1999 소득세 회계년도 초부터 간접투자 세액감면 

제도(conduit tax relief regime)를 도입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간접투자 

(conduit investment)란 외국인 투자가들이 뉴질랜드 기업을 통하여 

제3국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질랜드 기업이 제 3국에서 경영권을 

가지고 또는 외국 투자자본을 운용, 관리하여 발생시킨 소득에 대해서는 

이 소득이 간접적으로 비거주자 주주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세금은 면제되며, 면제된 세액은 추가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간접 

투자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배당금이 지급될 때 15%의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는 여전히 부과된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외국 기업이 

납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전가격제도(transfer pricing regime)를 도입 

하였으며, 뉴질랜드에서 영업 중인 외국 기업(50% 이상 외국 소유)을 위해 

과소자본규정(thin capitalisation rules)도 운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 자산 비율이 75%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개인개인개인개인    소득세소득세소득세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3월 3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그 해 7월 7일까지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뉴질랜드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며,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만 납세하도록 되어 있다. 개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될 때는 세법 

상의 거주자가 된다 

• 뉴질랜드에 영구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을 때 (뉴질랜드 외에 또 

다른 영구적인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음) 

• 어느 시점에서 계산하든 12 개월 중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뉴질랜드 

에 거주 한 경우 

• 뉴질랜드 거주자로 정부의 공무로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을 때 

어떤 개인이 두 나라 이상의 거주자가 될 경우 이중과세 방지 

협정(Double Tax Agreements)에 따라 세법상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결정한다. 단기 파견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사람은 체류기간이 183일 

이내인 경우, 그의 모국이 뉴질랜드와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는 

경우, 그의 보수가 뉴질랜드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뉴질랜드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뉴질랜드와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는 국가소속 기업의 파견자일 경우에는 

뉴질랜드에 92일을 초과하여 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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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31일 현재 개인에게 적용되는 소득 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금액:    적용 세율 

$0 to $38,000   19.5%  

$38,001 to 60,000   33% 

$60,001 or more   39% 

회계년도 중 어느 기간 동안 뉴질랜드 거주자이었던 개인 납세자로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자는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년간 총소득이 $9,500 미만이어야 한다. 이 환불 

을 적용하면 연 $9,500까지의 저소득자의 경우 세율이 사실상 15%로 

감소되게 된다. 

이 경우, 회계년도 중 일부만 뉴질랜드에 거주한 비거주자는 그가 

뉴질랜드에서 노동한 기간에 비례하여 세금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회계년도 중 뉴질랜드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최소한 주 20 시간 이상 보수를 받으며 일을 했어야 한다. 

    

신탁신탁신탁신탁    (Trust(Trust(Trust(Trust    ––––     ““““ 트러스트트러스트트러스트트러스트”””” ))))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탁자 소득과 수혜자 소득으로 구분된다. 

수탁자 소득이란 수탁자가 발생시킨 총 소득 중 수혜자에게 분배되는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의미한다. 신탁이 유지할 소득에 대해서는 

33%의 소득세율이 부과된다. 

수혜자 소득이란 소득을 발생시킨 당해 회계년도 또는 그 회계년도 

말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트러스트가 수혜자에게 분배하는 개인소득을 

의미한다. 수혜자가 수령하는 트러스트 소득에 대해서는 그의 기타 모든 

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에 대해 해당되는 소득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의 트러스트라 하더라도 재산 설립자(settlor)가 뉴질랜드 

거주자이면 뉴질랜드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일부 외국인 트러스트의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45%라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데, 이는 뉴질랜드 

거주자인 재산 위탁자가 과세 소득을 도피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비거주자가 외국인 트러스트로부터 받는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뉴질 랜드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비거주자비거주자비거주자비거주자    원천징수원천징수원천징수원천징수 

뉴질랜드 거주자 기업이 비거주자에게 배당, 이자 또는 로열티(royalty) 등 

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NRWT; non-resident 

withholding tax)를 납부하여야 한다. NRWT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배당의 경우 30%, 다만 법인세 납세 귀속제도(imputation system)가 

적용될 경우에는 15% 

• 이자 및 로열티의 경우 15%. 

수익자가 거주하는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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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이에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세율이 감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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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배당금, 문화자산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등이 순수 개인에게 

지불되는 경우에는 NRWT를 납부함으로써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게 되지만, 다른 경우에는 NRWT는 최소의 과세이므로 수익자는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소득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며 비용 공제 후의 소득에 대해 기준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법인세 귀속제도(imputation system)에 따라 배당을 하는 뉴질랜드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비거주자는 그 기업으로부터 추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실상 배당에 대한 NRWT를 환불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이다. 

비거주자 기업이 뉴질랜드에서 지사를 운영할 경우 지사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사가 비거주자인 본사 앞으로 

송금하는 수익금이나 본사가 주주들에게 지불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승인발행인제도(Approved Issuer Regime)에 의거하여 등록된 부채(예금 

등)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NRWT 대신 채무자(금융기관)가 

지급하는 이자 금액의 2% 해당 액을 승인된 발행인 부과금(approved 

issuer levy)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 채무 거래에만 적용된다. 

 

뉴질랜드 거주자 기업이 비거주자인 도급인에게 대금을 지불할 때는 지불 

금액의 15% 해당 액을 비거주자 도급인 원천 징수세 (NRCWT; 

non-resident contractors withholding tax)로 징수하여야 한다. NRCWT는 

예납된 세액일 뿐이므로 해당 비거주자는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액 정산을 하여야 하며, 이미 원천 징수된 금액은 납부 세액으로 

인정된다. 뉴질랜드와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이 맺어져 있어 뉴질랜드 내의 

납세 의무가 없음을 세무서(Inland Revenue Department)에서 인정할 

경우에는 본 세금은 면제 된다. 또한 비거주자인 도급인이 

지불보증(bond)을 첨부하거나 적어도 지난 2년 동안 성실히 납세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하면 본 원천 징수는 면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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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로서의고용주로서의고용주로서의고용주로서의    의무의무의무의무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급여를 지불할 때 소득세 원천 징수(PAYE)를 

하여야 한다. 본 원천 징수는 소득세 회계년도 말의 종합 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하는 것이며, 매 소득세 회계연도 말에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추가 세액을 납부하거나 과징 세액을 환불 받는다. 

부가급부세(FBT; Fringe Benefit Tax)는 고용주가 고용관계를 근거로 피고 

용자에게 현금 이외의 혜택을 줄 때 이로 인해 고용주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이러한 부가 급부에는 회사 자동차, 저리 대출금, 저가 

물품 구입 혜택 등이 있다. 이 부가급부세는 분기 별로 납부해야 하며, 

피고용자에게 지급된 부가급부액 중 과세 대상 금액의 64%, 49%, 27%, 

18% (피고용자의 납세율에 따라) 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된 연금기금(superannuation scheme)에 고용주가 내는 분담금은 

비용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그와 관련된 세금은 원천 징수되며 피고 

용자의 선택에 따라 33% 또는 3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법 

(Superannuation Schemes Act 1989)에 의거 등록된 연금기금은 

세법상으로는 신탁으로 취급된다. 연금기금으로부터 얻어지는 소득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 수익자가 받는 연금에 대해서는 그것이 

일시불이든 월정급여 방식이든 현재로서는 면세이다. 고용주가 고정액을 

납입하는 연금기금에서 기금을 인출할 시는 고용주가 납입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으며 이 때 5%의 세금이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GST)(GST)(GST)(GST)    

뉴질랜드에서 대부분의 상품과 용역 거래에 대해서 12.5%의 GST가 

부과된다. 다만 금융서비스의 제공이나 주택의 임대 등과 같은 거래에는 

GST가 면제된다. GST는 상품과 용역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자는 GST 등록을 하여 매출 시에는 GST를 징수하고 사업 

거래에서 지불한 GST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매출 시에 징수한 GST가 

지불한 GST를 초과할 시는 차액을 세무서(IRD)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차액을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게 된다. 

개인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하거나 할 계획이 있으면 GST 등록을 

할 수 있다. 과세 대상 거래라 함은 화폐나 화폐에 상응하는 대가를 

목적으로 타인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함을 의미한다. 뉴질랜드에서 상품 및 용역의 공급 금액이 

어느 12 개월 동안 NZ$40,000을 초과했거나 또는 초과하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GST 등록을 하여야 한다.  

GST 등록을 한 모든 사업자는 GST 자료를 모아 정기적으로 GST 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부분 2 개월에 (2 monthly) 한번씩 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연간 상품과 용역의 공급이 NZ$2천4백만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달 (Monthly)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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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납세의무납세의무납세의무    성실이행성실이행성실이행성실이행    

 

뉴질랜드의 모든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자발적으로 

정직하고 정확하게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뉴질랜드의 거주자 원천 징수(RWT) 제도는 뉴질랜드 거주자가 다른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특정 배당금에 적용된다. 원천 

징수 세액은 지급인이 차감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령인 

입장에서는 차감액 만큼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것이 된다.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는 이자 수령인이 자신의 납세 번호를 이자 지급인에게 

제출했을 경우에는 총 이자 금액의 19.5%를 차감한다. 납세 번호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원천 징수 세율을 33% 또는 39%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 번호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39%를 적용한다. 법인세 귀속제도(imputation system)에 의해 배당금에 

기납부 법인세의 환입이 반영될 경우에는 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에 이 

환입금을 고려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납세(provisional tax)를 납부할 수도 있다. 급여나 

임금 소득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특정 연도의 소득세가 NZ$2,5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납세의 대상이다. 예납세는 회계연도 중 3 회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며, 납부 일은 납세자의 회계 기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뉴질랜드 납세 의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든 소득에 대해 빠짐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호 연관된 특정 금융 거래도 밝혀야 한다.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 해외 투자 자산 및 해외 신탁 등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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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민이민이민    

    

개요개요개요개요    

뉴질랜드 이민법은 신청자의 자격과 체류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영주권 혹은 취업 허가 신청 방법을 허용한다. 

취업 허가 (Work Permit)는 뉴질랜드의 고용주에 의해 직업제안을 받은 

외국인을 위한 노동 허가 비자로 그 유효 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영주권 

(Residence Permit)은 뉴질랜드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로 승인 이후 만료 기간이 없다. 

다른 나라의 이민 규정과 마찬가지로 뉴질랜드의 이민 규정 (Policy) 또한 

자주 그 승인 조건과 심사 기준이 조정 되기에 신청을 하기 전에 

뉴질랜드의 이민성 사이트 www.immigration.govt.nz나 Queen City 

Law의 이민팀과 상의하길 권한다. 

 

취업취업취업취업    허가허가허가허가    및및및및    비자비자비자비자  

뉴질랜드 혹은 호주의 시민권/영주권자가 아니라면 뉴질랜드에서 고용될 

경우 취업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 

취업 허가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과 고용주 이름 및 직책등의 조건등을 

명시하여 발급된다. 한번에 3년까지 그 유효 기간의 신청이 가능하며 

특별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 연장에는 제한이 없다. 

일반적으로 취업 비자 승인을 위해서는: 

� 신원 조회와 건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 뉴질랜드 고용주로 부터 직업 제안 (Job Offer)을 받아야 하며; 

� 뉴질랜드 고용주가 현지에서 그 직책에 맞는 인력을 찾을 수 없었다는 

현지 시장 조사 (Local Labour Test) 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직업직업직업직업    제안제안제안제안    

고용주가 제출할 직업 제안의 확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직책; 

� 고용주의 주소; 

� 직무의 소개; 

� 고용 기간; 

� 직업 제안의 유효 기간; 

� 필요한 학력, 경력 혹은 기술의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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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 규정에서 인정하는 부족 직업군 (Skills Shortage List)에 

포함된 기술/직업 제안을 가진 경우는 고용주가 별도로 현지에서 직원을 

고용하려고 노력한 증명 자료 (Local Labour Test)를 제출하지 않고도 

고용주의 직업 제안만으로 취업 허가가 승인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족 

직업군은 수시로 또한 지역별로 변경되므로 신청 전에 확인을 요한다. 

 

특정특정특정특정    목적목적목적목적    취업취업취업취업    허가허가허가허가    및및및및    비자비자비자비자    

특정한 목적으로 임시적인 취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 취업 허가/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한다: 

� 뉴질랜드의 자회사에 상위관리직 혹은 Specialist로 파견 출장을 오는 

경우;  

� 스포츠 혹은 문화적인 이벤트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선수/코치로 

활동을 하려는 경우; 

� 종교적인 선교자가 선교 활동을 목표로 체류할 경우; 

� 이외 기타 특정한 이유로 뉴질랜드에서 임시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취업 활동을 할 경우 특정 목적 취업 허가 (Specific Purpose Work 

Permit)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 의무 조항인 고용주의 현지 시장 조사 (Local Labour 

Test)를 요구하지 않는다. 

동반동반동반동반    가족가족가족가족        

취업 허가/비자가 승인되는 경우 승인된 기간만큼 배우자에게는 취업 

허가/비자가 발급되고 자녀에게는 방문 혹은 학생 허가/비자가 발급된다. 

    

영주권영주권영주권영주권    신청신청신청신청    

뉴질랜드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길 원하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우는 영주 

허가 및 비자 (Residence Permit/Visa)를 신청해야 한다. 

현행 이민법에서는 크게 4가지의 영주권 신청 방식이 있다. 

1. 기술 이민 (Skilled Migration); 

2. 사업 이민 (Business); 

3. 가족 초청 이민 (Family); 

4. 고용 이민 (Work to Residence) 

 

본 안내서가 외국인의 뉴질랜드 투자 설명에 국한된 만큼 여기에서는 

사업 이민에 대해서만 요약하여 설명한다. 기타 다른 이민 규정의 상세한 

안내는 Queen City Law의 이민팀에 문의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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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사업사업사업    이민이민이민이민 (Business Category) (Business Category) (Business Category) (Business Category)    

사업 이민 방식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는 다음의 종류가 있다: 

� 투자 이민 (Investor); 

� 기업 이민 (Entrepreneur); 

� 장기 사업 이민 (Long Term Business Visa); 

� 사업체 이전 이민 (Employees of Relocating Business). 

투자투자투자투자    이민이민이민이민    

투자 이민을 통한 신청자는 다음의 기본 조건들을 만족해야 한다: 

� 뉴질랜드에 NZ$2 백만불 이상을 5년간 투자; 

� 최소 5년 이상의 사업 경력 증명; 

� 55세 미만의 연령; 

� 기본 영어 능력 조건 만족 (예: IELTS 시험 5.0 이상) 

기업기업기업기업    이민이민이민이민    

기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뉴질랜드에 사업체를 

시작하거나 25% 이상 주식 참여을 하고 그 사업체가 2년간 뉴질랜드에 

이득을 주었는가를 고려한다. 뉴질랜드에 이득이 있었는가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고려한다:  

� 뉴질랜드에 새로운 기술, 관리 능력, 기술 능력을 도입했거나 기존의 

것을 향상시켰는지; 

� 뉴질랜드에 새로운 상품, 서비스 혹은 수출을 도입 또는 

향상시켰는지; 

� 고용 창출에 도움을 주었는지; 

� 기존의 사업을 향상시킨 경우. 

현행 이민법은 기업 이민 신청자에게도 기본 영어 능력 (IELTS 5.0)을 

요구하기에 영어권에서 교육 받지 않은 신청인에게 많은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장기장기장기장기    사업사업사업사업    비자비자비자비자    

장기 사업 비자는 임시 취업 비자이면서 3년후 영주권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든 사업 비자이다.  자영업을 하려는 신청자에게 이민성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통해 제시된 사업과 성공 가능성을 검토하여 3년간 

자영업 취업 비자를 발급하며 그 기간중 2년 동안 성공적인 사업 운영이 

되었다면 상기 설명한 기업 이민을 통해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한때 많은 한국인 이민자의 유입을 도왔던 이 장기 사업 비자 역시 현행 

이민법에서는 기본 영어 능력 (IELTS 5.0)을 요구하기에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장애물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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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further information and assistance, please contact: 

    

문의처문의처문의처문의처    
 

 

Marcus N. Beveridge (대표대표대표대표 변호사변호사변호사변호사) / Principal  

marcus@queencitylaw.co.nz 
DDI: 64-9-970-8817 
Mobile: 64-274-877-332 
 
Michelle Lee / General Manager 

michelle@queencitylaw.co.nz 
Mobile: 64-272-121-320 
 

John Jon (전전전전 응철응철응철응철 변호사변호사변호사변호사) / Senior Solicitor  

john@queencitylaw.co.nz 
DDI: 64-9-970-8829 
Mobile: 64-21-628-813 
 
 
Office 
 
Queen City Law 
 
Physial Address: 

Level 8, ANZ Building 
203 Queen Street, Auckland Central 
Auckland, New Zealand 
 
Postal Address: 

PO Box 6908, Auckland 
New Zealand 
 
Contact us 

Telephone: 64-9-970-8810 
Facsimile: 64-9-970-8820  

면면면면책책책책    조항조항조항조항    
이 안내서는 Queen City Law의 고객들과 관련 전문인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으로서 그 내용의 정확성에 만전을 기했으나, 만일의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착오나 누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안내서의 

내용을 법률적인 조언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특정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전문적 

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기 바란다. 

저작권저작권저작권저작권    

이 안내서의 저작권은 Queen City Law가 소유하며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