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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의 자금출처 
입력일자: 2009-10-15 (목) 

요즘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이 많이 늘고 있

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투자이민을 활성화 시키기기 위

해 만들어졌고 정규 투자이민 보다 고용창출 조건이 느슨

하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올 10월 까지 임시 연장되어 있고 

지금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에서 그 프로그램 연장건에 대

하여 논의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지역센터 프로그램

이 곧 3년 동안 연장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이다.이민국에서 자

금출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민법에 합법적으로 획득한 투자금만 자본금으로 인정하

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규정이 E-2 투자비자를 신청할 때도 적용되지만 투자이민 신

청 시 더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  

 

투자 자본은 꼭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뿐만 아니고 물품, 기계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대부분 투자는 은행에 있는 자본금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이민 신청자는 자본금이 어

디서 나왔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그 자본금을 직접 투자해야한다.  

 

투자 자본금은 오랫동안 모은 것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다른 개인 재산을 팔거나 융

자, 증여, 유산을 받은 것일 수 있다.  

 

자금을 오랫동안 모았다면 세금보고서가 중요하다. 세금보고서는 투자이민 신청자의 수

입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본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지난 5년의 세금보고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 5년의 

세금보고서로 증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더 오랜 기간의 세금보고서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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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만약에 부동산이나 다른 개인 재산으로 자본금을 획득하였다면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것은 쉽다. 자금출처는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을 판 계약서, 돈이 은행에 들어온 근거, 명

의 이전된 증명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온 흔적 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혹 주식을 팔거

나 보험금을 받았다면 돈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온 것과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또 비싼 소유물이나 무형재산을 팔았을 경우 전

문가의 감정서, 그 것에 대한 출판물, 계약서, 돈이 은행에 들어오는 근거 등이 있으면 

된다.  

 

부동산이나 다른 개인재산을 매도하여 자본금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개인재

산을 통해서 융자를 받고 그 것을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융자를 받는 경우 담보

에 대한 정보, 융자계약서, 대금업체에 대한 재정정보, 자금이 투자이민 신청자의 계좌

에 들어간 흔적 등으로 자금출처를 증명한다. 만약 융자금을 사업파트너나 개인사업체

로부터 받은 경우 이민국에 신청자와의 관계 증명, 사업파트너나 사업체에 대한 재정정

보, 융자계약서, 진술서, 자금이 투자이민 신청자의 계좌에 들어간 흔적 등으로 자금출

처를 증명할 수 있다.  

 

부동산 또는 개인재산을 팔거나 융자를 받는 것 외에 투자이민 신청자는 자금을 증여 받

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신청자는 가족으로부터 자본금을 증여받는다. 예를 들자면 21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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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 어떻게 재산을 마련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유산을 받은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유산을 받는 경우 유산을 남긴 자와 신

청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좋다. 법원 판결문, 유산이 전달된 흔적, 유언장, 호적등

본, 유산세를 낸 증명 등이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본금은 합법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요즘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지역센터에서는 자금출처를 확실히 증명하면 1개월 내에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있다. 투자이민 청원서가 승인되면 영주권 신청이 곧바로 

들어간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투자이민이 영주권의 지름길은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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