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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퍼드 경영대의 뒤얽힌 불륜 막장 ...

지역센터 투자이민

70대 한인할머니 납치 피살
“정관장 가짜 조심하세요”...
할리우드의 보톡스 최고 의사, 70세...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예순여덞 딸에게 줄 꽃신 들고 금강산...

입력일자: 2015-08-20 (목)

아파트 베란다 10곳 한꺼번에‘와르르...
다우니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채 ...

아직까지도 지역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열정은 식지않고 있다.

한국인 취업이민 신청 폭증...

너무나 많은 중국인 투자자들이 지역센터 투자이민에 몰리면

420채 규모 대형 주택단지로 개발...
한국, 잉글랜드와 0-0··· 조1위...

서 중국인에 한해서 투자이민과 관련 비자 cutoff 날짜가 생겼
고 투자이민 청원서의 심사는 날로 늦어지고 있다. 투자이민
의 가장 중요한 2가지 조건은 투자와 고용창출이다. 투자이민
을 간단히 요약한다면 50만달러나 100만달러를 새로운 사업
체에 투자해서 10명의 고용창출을 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
다.
투자이민에는 정규 투자이민과 지역센터 투자이민이 있는데

어떤 차가 최고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나요?

지역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대부분의 투자금은 융자형식으로
투자된다.

PGA Tour

그러므로 투자금의 출처만 해결되면 투자에 대한 증명 또한
까다롭지 않다. 투자자는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그 사
업체는 다른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 자금을 융통한다. 고

...
...

하이브리드
클린 디젤차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

용창출을 하는 사업체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 투자이민을 하
는 투자자당 10명의 간접적인 고용창출을 증명해야한다.

...

투자자가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 직접 자금을 융통하는 것
은 금지되어 있지만 투자자가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를 함으로
Limited Partner가 되고 그 새로운 사업체에서 고용창출을 하
는 사업체에 융자를 하는 것은 투자이민법상 이민국에서 허가를 한다. 투자자가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 직접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의 환불을 약속하거나 보장해주는
것이 투자에 위험성이 있어야하는 투자이민의 조건에 미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투자자 대신 새로운 사업체에서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 융자를 하는데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는
새로운 사업체에 일정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한다.
보통 5-6년 기간 동안 고용창출을 하는 사업체에서 융자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사업체에 상환을 하는데 새로운
사업체는 돌려받은 융자금을 투자자들에게 환불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체에서 투자자의 지분을 다시
산다는 보장만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투자이민을 하는 투자자는 먼저 2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데 조건부 영주권이 만기되기 전에 조건
을 해지하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끔 모든 투자자들이 5-6년 기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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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해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 투자자의 영주권 조건이 해지되기 전까지 투자자의
새로운 사업체가 유지되어야 한다.
투자이민의 다른 아주 중요한 조건은 고용창출이다.
정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많은 투자자들은 고용창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격게된다. 사업종류에 따라서 다르겠
지만 현실상 50만 달러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해서 10명을 풀타임으로 고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지역센터 투자이민의 경우 10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그 지역의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를 증명한
다면 투자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간접적인 고용창출이란 투자자가 지역센터에 투자를 함으로써 다
른 관련 공급회사에서 고용인수를 늘리게 되고 지급된 임금이 그 지역에 쓰이므로 또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창출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타당성있는 방법론과 경제 분석을 통해서 측정된다.
고용창출을 측정할 수 있는 많은 방법론과 모델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현제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 RIMS II이
다. 그 방법론은 현재 지역센터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민국 지침서에서도 투자이민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의 예로 나온다.
결론적으로 정규 투자이민보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은 투자가 간단하고 고용창출 조건이 느슨해서 인기가 많다.
지역센터 투자이민이 투자이민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므로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미
국에 스폰서가 없어 가족이민 또는 취업이민이 불가능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면 투자이민이 영주권의 해결
책이 될 수 있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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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버스-트럭 충돌 최소 43명 사망
프랑스 남부의 와인 산지로 유명한 보르도 인근 퓌스갱의 지방도
로에서 나들이를 가던 은퇴 노인 49명을 태운 ..

아파트 베란다 10곳 한꺼번에‘와르르’

닉 알렉산더 BMW
새 2012 BMW 740i를 리스
하십시오 한달에 $749인 적
은 비용

중국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10곳 한꺼번에 붕괴돼 최소 1명이 사
망하는 등 5명의 사상자를 내는 사고가 발생했..

LA 지역 연방의원이‘메츠 로고송’부른 이유는
남가주 버뱅크가 지역구인 애덤 쉬프 연방하원의원(민주)이 23
일 연방 의회 연단에서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의 ..

작은 분노가 ‘비극의 씨앗’
처방전 없이 컬러 컨택트렌즈 판 한인업주 6명 등 10개
‘팍 라브레아 아파트’안전한 곳 맞아?
철로 깐 ‘대규모 마약 땅굴’ 멕시코 국경서 발견
최저임금 미지급·임금체불 주 노동청·검찰“강력 단속”

웹사이트 제작 전문업체
Law Firm Web Design
과거 신문보기도 가능해요 E-Newspaper
더욱 똑똑해진 한국일보 전자신문으로 뉴스를 한눈에...
읽을거리가 풍부한 WeeklyH를 온라인으로
E-paper 푸드 매거진으로 저녁 식단 결정하는 주부들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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