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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이 많이 늘고 있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투자이민을 활성화 시키기기
위해 만들어졌고 정규투자이민 보다 고용창출 조건이 느슨하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이다. 정규투자이민과는 달리 지역센터를 통
하면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방법론과 경제 분석 등으로 고용창출을 증명할 수 있기에신청자는 합법
적인 자금출처만 증명하면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민국에서 자금출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민법에 합법적으로 획득한 투자금만 자본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
다. 이와 비슷한 규정이 E-2 투자비자를 신청할때도 적용되지만 투자이민신청 시 더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

투자 자본은 꼭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뿐만 아니고 물품, 기계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는 은행에 있는 자본금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이민 신청자는 자본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그 자본금을 직접 투자해야한다.
투자 자본금은 오랫동안 모은 것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다른 개인 재산을 팔거나 융자, 증여, 유산을 받은것일
수 있다.

자금을 오랫동안 모았다면 세금보고서가 중요하다.
세금보고서는 투자이민 신청자의 수입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본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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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지난5년의 세금보고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 5년의 세금보고서로 증명을 못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런 경우는 더오랜 기간의 세금보고서와 더 많은 증빙자료가 있어야한다.
만약에 부동산이나 다른개인 재산으로 자본금을 획득하였다면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것은 쉽다. 자금출처는 부
동산이나 개인재산을 판 계약서, 돈이 은행에 들어온 근거, 명의 이전된 증명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온 흔적 등
으로 증명할 수있다. 혹 주식을 팔거나 보험금을 받았다면 돈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온 것
과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또 비싼 소유물이나 무형재산을 팔았을경우 전문가의 감정
서, 그 것에 대한 출판물, 계약서, 돈이 은행에 들어오는 근거 등이 있으면 된다.

부동산이나 다른 개인재산을 매도하여 자본금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을 통해서 융자를 받고
그 것을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융자를받는 경우 담보에 대한 정보, 융자계약서, 대금업체에 대한 재정정
보, 자금이 투자이민 신청자의 계좌에 들어간 흔적 등으로 자금출처를 증명한다. 만약 융자금을 사업파트너나 개
인사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이민국에 신청자와의 관계 증명, 사업파트너나 사업체에 대한 재정정보, 융자계약서,
진술서, 자금이 투자이민 신청자의 계좌에 들어간 흔적 등으로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
부동산 또는 개인재산을 팔거나 융자를 받는 것 외에 투자이민 신청자는 자금을 증여 받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신청자는 가족으로부터 자본금을 증여받는다. 예를 들자면 21세가 넘은 자녀에게 영주권을 만들어 주기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 돈을 증여 하는 경우 재산을 부여하는 사람의 진술서가 필요하고 돈의 흐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재산을 증여하는지 진술서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재산을 부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마련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유산을 받은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유산을 받는 경우 유산을 남긴 자와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좋다. 법원 판결문, 유산이 전달된 흔적,유언장, 호적등본, 유산세를낸 증명 등이 증빙자료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본금은 합법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가끔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
여러 명의 진술서를 통하여 없어진 증빙자료를대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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