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법인세는 2011년 4월에 28%로 하향 조정되어 균일 세율로 유지되고 있으며, 외국 투자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개인소득세
기본적으로 뉴질랜드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과세되며 반대로 비거주자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
가 되며 뉴질랜드 정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급여와 이자소득은 원천 징수되며, 연금, 건강보험 등
에는 별개로 세금이 매겨진다. 세액공제는 정부의 보조를 받지 않는 개별 소득자에게 가족 소득 단위로 제공된다. 가족 세액 공제 기준은
만 13세 이하 자녀 1인 연 74,000뉴질랜드 달러, 자녀 2인 연 90,500뉴질랜드 달러, 자녀 3인 연 105,500뉴질랜드 달러, 자녀 4명 이
상 연 120,500뉴질랜드 달러이다.

부가급부세(Fringe Benefit)가 종업원에 대해 급여 이외의 부가급부 제공 시(예를 들면 업무 목적 외의 차량 제공 시, 원가 이하 금액으로
자사 제품 제공 시 등) 피고용인 한 명당 분기별 200뉴질랜드 달러 또는 전체 피고용인에 대해 연간 1만 5,000뉴질랜드 달러를 넘기는 금
액에 대해 64%의 세율을 적용한다.

세율은 2010년 10월부터 연소득 1만 4,000뉴질랜드 달러까지 10.5%, 4만 8,000뉴질랜드 달러까지 17.5%, 7만 뉴질랜드 달러까지
30%, 그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33%를 부과하는 누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는 원천징수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외사항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
된 모든 국가 거주자의 배당소귿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5%이고 이 협정이 체결된 대부분의 국가 거주자의 이자와 로열티에 대한 원천
징수 세율은 10%이다.

부가가치세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소비활동에는 부가가치세(GST)라고 불리는 간접세가 포함된다. 2021년 기준 세율은 15%이고 구매 종류
및 가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사업주의 경우 그들이 지불한 GST를 회계 정산 시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
자동차 연료(휘발유, 디젤 등), 담배, 주류의 경유 위에 언급한 부가가치세(GST)에 특별소비세가 추가된다. 세율은 품목마다 다르게 적용
된다.
-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는 리터당 NZ$ 0.77294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이는 도로교통기금, 자동차사고기금, 지역연료세원 등의 명목
으로 사용된다. 경유는 NZ$ 0.094가 부과된다.
- 담배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전년 대비 1.4% 인상, 소매가격(1갑당 40 뉴질랜드달러)의 65.4% (2021년 조사기준 최신자료)
- 알코올은 그 농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자세한 정보는 아래 정부기관의 사이트 내용을 참조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알코올 특별소비세는 와인 및 맥주 가격의 약 15~22%이며, 양주 가격의 약 58%를 차지한다.
[주류세금 안내 링크]https://www.actionpoint.org.nz/current_excise_tax_rates
http://www.ahw.org.nz/Portals/5/Resources/Fact%20Sheet/Info%20Sheet%20Alcohol%20and%20Tax%20Final%2009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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