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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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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은 지역에 따라서 미국에 50만 달러 또는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하였을 때

가능하다.

투자이민의 인기는 매년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0년에 투자이민 신청자의 수가 1,955명이었다. 2011년에는 투자이민 신청자의수가 2배 늘어 3,805명이

었다. 2012년에는 6개월 동안2,771명이 투자이민을 신청하였다. 아직 통계는 나오지않았지만 2012년 후반기

와2013년 상반기에는 더 많은숫자가 투자이민을 신청한것으로 예측된다.

투자이민 신청자수는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투자이민과 관련된 법과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다. 투자이민을 하

려면 먼저 투자이민 청원서(I-526)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한다. I-526제출 시 투자자금이 쓰이지않

았거나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년 안에 법에서 요구하는 투자자금이 쓰이는 경로와 10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통해이민국에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이민은 정규투자이민과 지역센터 투자이민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고용창출 조건에서 큰 차이점이 있

다. 정규 투자이민을 하게 되면 투자이민 사업체에서 10명에 대한 고용직을 직접 창출해야하는 반면 지역센터

투자이민을 하게 되면지역센터 관련지역에서 10명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을 타당성 있는 경제학방법

론으로 증명하면 된다.

I-526이 승인되면 투자자는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 영주권을 받은 시점에서 2년이 되기 전

90일 안에 임시 영주권 조건해제를 위한 청원서(I-829)를제출한다. 조건해제를 승인받으려면 법으로 요구되는

금액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과 10명에 대한 고용창출이 이루어진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역센터인 경우 I-526을

제출할때처럼 타당성 있는 경제학방법론으로 고용창출효과를증명하면 된다.

보편적으로 I-829는 이민국에 제출했던 I-526을 전제로 심사된다. 그러므로I-526의 사업계획서가 중요한데 I-

526의 사업계획서대로 투자와 고용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I-829는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체를 운영하다보면 재정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고용창출이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럴 때 투자자는 새롭게 자금을 투입하거나 다른사업체로 투자를 전환하여다시 투자이민을 시도할 수는 있는 방

법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업체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면I-526을 다시 승인받아야한다. I-526을 다시 제출하면서 변

화된 사업을 통하여 2년 내에 투자와 고용창출이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업계획서로 다시 이민국에증명해야

한다.

새로 접수된 I 526이 승인되면 임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소유하고있는 임시 영주권은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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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접수된 I-526이 승인되면 임시 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는데 현재 소유하고있는 임시 영주권은 포기하고

새로운 임시 영주권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다시접수된 I-526이 거절된다면처음 승인 받은 I-526의 사업

계획서를 전제로 이민국은I-829를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I-829를 제출한 후다시 접수된 I-526가 승인된다면 I-829를 취소하고 임시영주권을 재신청할 수 있다.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기위해 많은 투자자금을 미국에 쏟아 붓고있다. 또한 투자자들이 투자이민을

통해 임시 영주권을받고 2년 후 성공적으로 조건을 해제하여 정식 영주권을 받는 사례도 나날이 늘어간다.

2012년에는 투자이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은사람 중 96%가 조건해제를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센터 투자이민신청자가 정규 투장이민 신청자보다 훨씬 많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을 신청하면 정규

투자이민과 비교해 고용창출조건을 쉽게 충족시킬수 있다. 현재 이민국에서 허가받은 지역센터가 200개가넘고

올바른 지역센터를 선택함으로 투자의 위험성을최대한 줄일 수도 있다.

위와 같이 투자이민은 복잡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이민국의 노력으로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민을 생각하고 있

고 재정능력이 있다면누구나 투자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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