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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상담] 취업 영주권 스폰서십 문제[LA중앙일보] 

이동찬 / 변호사

기사입력: 10.12.09 21:57

▶문= 저는 10년 동안 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9월 

한 종업원에게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으로 영주권 스폰서를 했

습니다.  

 

그 종업원을 스폰서해주기 전에 저희 회사는 많은 흑자로 세금보

고를 했지만 2008년에 경기가 악화되므로 회사에 큰 손실이 났

고 적자로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에서야 호텔이 다시 흑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종업원의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07-2008년에는 그 종업원이 호텔에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답= 스폰서 회사는 종업원이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임금지불능력을 소유해야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폰서를 받은 종업원이 스폰서 회사에서 제의된 급여나 그 이상을 받고 2008년에 일년 

동안 일을 했다면 2008년도의 임금지불능력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그 종업원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경우 이민국은 스폰서 회사의 

세금보고서를 보고 임금지불능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세금보고서의 순이익이 종업원에게 제의된 급여보다 많다면 임금지불능력은 증명됩니다. 

 

만약 세금보고서에 순이익이 종업원에게 제의된 급여보다 적거나 회사의 적자로 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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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스폰서 회사는 세금보고서에 나타난 순자산을 이용하여 임금지불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

다.  

 

순자산은 현 자산에서 현 채무를 뺀 것입니다.  

 

▷문의:(213)291-9980 

 

존 매케인의 딸 '야한 사진'에 온라인 '후끈' 

이선균 "첫 전라노출 베드신, 아내 전혜진이…" 

[중고물품] 필요한 물품은 여기부터 가보자!! 

[ASK] 1.1%의 차이, 재융자를 받는것이? 

 

한국 아웃도어 1위 브랜드 "美본사도 우리한테…" 

기숙사 룸 메이트의 성관계 때문에 갈곳이… 

악어와 사투 끝에…93kg짜리 농어 낚았다 

[blog] 인터넷의 정보를 모두 읽을려면 5만 7천년 

• 바른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하여 무례한 행위를 금합니다.

• 감정표현:           

오늘은 노란 옷으로~

 

아저씨 뭐에요?

 

아찔한 그녀의 라인

 

신비 그 자체, 모노레익

 

25년 오직 한길만

 

LOS ANGELES 옐로우페이지 광고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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