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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의견은 공식 문서에 포함됩니다. 기타 모든 인적 사항은
개인 정보로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예상 재산세 변동을 확인하려면, 오클랜드의 재산세
가이드 akhaveyoursay.nz/emergency-budget.

이름:

를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아래에 기술해주십시오.
원하는 내용만 작성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 주소:

성:

1.

아래 질문들을 답변하기 전에 협의 문서의 24-25페이지를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2020년 6월 19일, 금요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을 제출하기 전에 akhaveyoursay.nz/
emergency-budget, 지역 도서관, 서비스 센터,
지역구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또는 09 301 0101 에
전화로 요청하여 협의 문서를 읽어 보십시오. 협의
문서에는 귀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여러 문제 및
선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질문도 필수적으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온라인 akhaveyoursay.nz/
emergency-budget, 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이 양식을 작성하여 아래 주소로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작성한 양식을 스캔하여 akhaveyoursay@aucklandcouncil.
govt.nz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직접 제출
작성한 양식을 지역 도서관, 서비스 센터, 지역구 사무소에
전달해 주십시오.

우편
작성한 양식을 봉투에 넣어 다음의 요금 별납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AK Have Your Say, Auckland Council, Freepost
Authority 182382, Private Bag 92 300, Auckland 1142.
의견을 제출할 때 제공하신 모든 개인 정보는 오클랜드 시청의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개인정보 보호법 1993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은 www.aucklandcouncil.govt.nz/privacy, 시립 도서관 또는 서비스
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에는 시청과 교신할 때 제공한
개인 정보를 시청이 어떻게 사용 및 공유하고, 귀하가 그 정보를 어떻게
열람 및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이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0/2021 기본 재산세 인상

2020/2021의 평균 기본 재산세를 2.5% 또는 3.5%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거주 구:
조직이나 업체를 대표하여 의견을 제출하십니까?
(‘예’로 답하는 경우, 조직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확인하는 것임)
예
아니오

오클랜드 시에서 2.5% 미만으로 재산세를 인상할 경우, 오클랜드 의회
서비스, 신규 인프라, 부채 비율, 고용률, 비즈니스 활동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해당 인상안을 고려했지만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 또는 기업의 이름:

COVID-19로 인해 5억 달러 이상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일부 의회 서비스가 축소되어야 하고, 대다수의 자본재 프로젝트도
이전에 계획했던 3.5% 인상안을 적용하여도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 자신의 민족성을 설명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을 전부 선택)

제안된 2개 안 중 2.5% 인상안을 선택할 경우, 의회 서비스 지출을
더 축소해야 하며, 대중교통, 공원, 지역사회 및 타운 센터 프로젝트
투자가 더 오래 지연될 것입니다.

Are you:

어떤 인상폭을 지지하십니까?

Female

Male

Gender diverse

2.5%의 평균 재산세 인상

What age group do you belong to?
Under 15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

다음 중 자신의 민족성을 설명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해당란을 전부 선택)
Pākehā/유럽계 뉴질랜드인

마오리

중국인

동남아시아인

사모아인

통가인

인도인

Korean

한국인

쿡제도 마오리

기타(기입해 주십시오)

3.5%의 평균 재산세 인상
잘 모르겠음
귀하의 의견을 아래에 작성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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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의 피해를 입은
납부자들을 위한 재산세 유예
계획

아래 질문들에 답변하기 전에 협의 문서의 26
페이지를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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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 숙박업자 대상의
재산세 납부 유예

아래 질문들에 답변하기 전에 협의 문서의 27
페이지를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예 기간 종료 시, 재산세 납부자들은 2022년 6월 30

COVID-19로 인해 여행과 집회가 제한되어 관광객 유치
및 주요 행사에 대한 지출을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숙박업자 대상의 목적성
재산세(APTR)를 2021년 3월 31일까지 유예 하고자 합니다.
APTR은 지출을 확대하는 다음 회계연도(2020/2021)의 4
분기 동안에만 부과됩니다. 이 제안은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숙박업자들을 지원하게 됩니다.

일까지 미납금을 납부(이자 및 수수료 포함)하면 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0VID-19 재산세 납부 유예 계획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COVID-19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세 납부자들이 2020/2021년에 발생하는 재산세에 대해
최대 $20,000까지 납부 기한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을 지지합니다

이 제안을 지지합니다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제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음

잘 모르겠음
귀하의 의견을 아래에 작성해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을 아래에 작성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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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귀하에게
중요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1차 협의를 통해 결정된 원론적인 결정들을 포함하여 기타
사안에 대해 제안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