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뉴질랜드는 영 연방 법률의 영향을 받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유사한 기업 지배구조형태를 적용하고 있다.
법인 설립 시 지배구조에 대한 선택은 투자가 또는 소유주의 유한책임, 사업의 규모와 성격, 뉴질랜드 국민으로부터 자금 조달의 필요성,
세금 등의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ㅇ 해외기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의 법인구조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자회사 성격의 법인 (Subsidiary) 설립
- 지사(Branch)를 설립하여 해외기업 으로 등록
- 기존 뉴질랜드 회사의 인수를 통한 외국기업의 자회사화

뉴질랜드의 자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매우 간단하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이 자본을 이루는 모든 현지 법인의 설립 절차는 뉴질랜드 법
인 설립 절차와 동일하게 간소하다.

ㅇ 법인등기소를 통한 법인등록 절차
-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명을 정하고 법인등기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다.
- 뉴질랜드에서 설립하는 자회사는 최소 1인의 주주와 이사가 있어야 하고 문서 등의 수발을 위한 뉴질랜드 역내 주소가 있어야 한다.
- 해당 법인은 해외 모회사로부터 독립된 회사로 모회사의 주주와도 법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하고 현지 뉴질랜드에 설립된 회사의 주
주는 무한 책임 회사로 특별히 설립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유한 책임을 진다.
- 법인등기소 신청 시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회사명, 이사명부 및 연락처, 총 주식 수 및 주주별 보유비율 회사연락처를 준비 제출하면
온라인 기준 접수 후 2~3일 내에 예비 등록증을 수령 하게 된다.

ㅇ 납세자 등록 및 은행계좌 개설 절차
- 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국세청(IRD)에 사업자 납세등록을 진행한다. 이때 현지에 체류할 주재원(법인장 포함)은 개인 자격으로 별도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 회사등록 및 사업자 납세번호 등록을 완료 후 은행 구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다. 이때 회사등록증 사본과
위의 사업자 납세번호, 이사 신분증들 지참 시 대부분 당일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ㅇ 이민성과의 파견인력 관련 비자처리
- 법인 설립 후 해외본사로 부터 파견될 인력계획을 준비 이민성에 주재원들에 대한 워크비자 신청을 준비한다.
- 통상 이민성은 외국 투자기업의 주재원파견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뉴질랜드 현지인력의 고용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까다롭게 비자심
사가 진행된다.
- 이때 파견인력 최대한도 승인 (Approval In Principal, AIP)에 근거에 해외인력의 파견 시마다 개별적으로 워크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

ㅇ 법인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
- 외국 기업은 FRA 2013에 따라 연간신고서 외에도 연차보고서(Annual Report)를 작성해야 하며, 수신을 원하는 모든 주주에게 발송
해야 한다.
- 연차보고서는 회계 마감일 5개월 이내에 작성돼야 하며 총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송돼야 하는데, 연차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제표 사본, 이사 보고서, 감사 보고서(필요 시), 이사들의 인적 사항, 연간 수입이 10만 뉴질랜드달러를 초과하는 임직원의 수)
- 그러나, 2015년 2월에 개정된 FRA 20에 의해 자산 2천만 뉴질랜드달러, 연 매출 1천만 뉴질랜드달러 이하의 외국 기업은 재무 보고

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됐다.

지사
지사란 외국에서 설립된 외국 기업(Overseas Company)의 뉴질랜드 내 영업소로서 현지법인 설립은 하지 않았으나 현지에서 영업을 진
행하는 존재를 말하며, 현지법인 설립과 동일하게 Overseas Company로 회사 등기소에 등록해야 한다. 이 영업소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회사 등기소에 현지법인과 동일한 절차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을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회사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해당 외국기업의 회사명, 법인등록 국가, 이사들의 성명과 거주
지 주소 그리고 뉴질랜드내의 사업장 주소와 문서의 수령과 제출을 담당할 최소 1인의 뉴질랜드 거주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물리적 주
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등록 신청 시 외국기업의 정관도 함께 제출한다.)

자회사와 달리 지사는 해외 회사와 별도의 법인이 아니며 또한 뉴질랜드 이사가 해외 회사 이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없다.

연락사무소
뉴질랜드는 상법상 지사와 개념이 다른 단순 사무소(연락사무소 등)에 대한 개념이 없으나 부득이하게 연락사무소를 유지해야 할 경우, 정
보 수집이나 연락 업무 등은 가능하나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모기업이 송금하는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 경우 주재원의 장기 비자 획득이 어려울 뿐 아니라 현지 직원 채용이 불가능해 현지 직원 채용 시 고용에 따른 경비
지출이나 환급 등 세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능상 연락 사무소라고 하더라도 현지법인이나 지사의 형태로 설립돼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뉴질랜드 회사법(Companies Act 1993)상 Company 형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Limited로 유한책임회사를 말한다. 아래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Companies Office에 등록해야 한다.

- 회사명
- 주식(1주 이상)
- 1인 이상의 주주
- 1인 이상의 이사(Director)

주식회사는 법인 즉 회사의 주주와는 별개의 존재이다. 회사 설립은 회사의 이름을 등록해서 새로운 IRD번호를 신청해야 한다. New
Zealand Companies Office에서 회사 등록이 가능하다. 회사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회사의 경
우 주주의 유한책임, 즉 모든 주주는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회사
의 경우엔 개인 사업자나 파트너십보다 많은 책임과 서류작업이 요구된다. IRD뿐만 아니라 the Companies Office와도 매년 서류작업을
해야 한다. 모든 뉴질랜드 회사의 이사(Director) 중 최소 한 명은 뉴질랜드에 거주하거나, 호주에 거주하고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의 이사
(Director)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동업을 하는 형태인 Partnership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한책임, 무한책임 회사로 구분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사
업체를 운영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사 등록 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Limited
Partnership은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와 투자한 금액에 한해 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되며, 이 경우에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절차를 거쳐 회사의 형태를 띠게 된다.

개인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Sole-Trader로 뉴질랜드 IRD에 등록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는 세금 및 관련 모든 비용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 별도의 회
사 등록 절차가 없으나, 세금등록 번호(IRD 번호)가 있어야 한다.

또한 개인 사업자는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고, GST 등록 및 직원 고용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모든 세금 및 채무에 책임을
지게 된다. 연 소득이 6만 뉴질랜드달러 이상일 경우 GST 사업자 등록을 하고 GST 번호를 부여받는다. GST는 뉴질랜드의 부가가치세 개
념인 Goods and Services Tax를 말한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KPMG 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64-9)367 5800
KPMG Centre, 18 Viaduct Harbour Ave, PO Box 1584, Auckland 1010
https://home.kpmg.com/nz/en/home.html
lisakim@kpmg.co.nz
한국 담당자 근무 중
전국 5개 도시에 사무실 위치(오클랜드, 웰링턴, 크라이스트처치, 해밀턴, 타우랑아)

ㅇ Delloite 회계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4-9)303 0700
Level 18, Deloitte Centre, 80 Queen Street, Private Bag 115-033 Shortland Street, Auckland
1140, New Zealand
https://www2.deloitte.com/nz/en.html
brelee@deloitte.co.nz
한국 담당자 근무 중

ㅇ Kenton Chambers 법무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64-9)358-1900
Level 8, 300 Queen Street, Auckland, New Zealand
http://www.kentonlaw.co.nz/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비고

ken@kentonlaw.co.nz
한국인 대표변호사 근무 중
한국계 법무법인으로 해외투자, 노무분야 전문. 대표변호사 오용근

ㅇ Chapman Tripp 법무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4-9)357-9000
23 Albert St. PO Box 2206, Auckland, New Zealand 1140
http://www.chapmantripp.com/
info@chapmantripp.com
한국인 변호사 없음

ㅇ Russell Mcveagh 법무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4-9)367-8000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8 Auckland 1140, New Zealand
http://www.russellmcveagh.com/
andrew.peterson@russellmcveagh.com
한국인 변호사 없음

ㅇ Bell Gully 법무법인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64-9)916-8800
Vero Centre 48 Shortland St. PO Box 4199 Auckland, New Zealand 1140
https://www.bellgully.com/
info@bellgully.com
한국인 변호사 없음

ㅇ Chatfiled&Co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64-9)303-2200
Level 7, 57 Symonds Street, Auckland
https://www.chatfield.co.nz
office@chatfield.co.nz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한국인 회계사 근무 중

ㅇ JC Legal
전화번호
주소
홈페이지
이메일
비고

64-9)950-4856
Level 1, 2 Princes Street, Auckland Central, Auckland 1010
https://www.jclegal.co.nz/
info@jclegal.co.nz
지적재산권
<자료원 : 회계/법무법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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