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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

이동찬 이민 변호사
입력일자: 2013-09-19 (목)  

요즘 가족초청 2순위를통한 영주권 신청자가 많이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가족초청 2순위의 영주권 발급날짜 (visa

cut-off date)가 빠른 속도로 당겨졌기 때문이다. 가족초청 2순위에 속하는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 얼마전까지 초청 후 몇 년씩 기다려야 했는데 영주권 발급날짜의 빠른 진전으로 지금은 가족초청 청원서가

접수되고 4-5개월 안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가족초청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재정보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 재정보증을 요구하는데 이유는 이민자가 정부구호 대상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민법은 정부구

호 대상자를 영주권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주권 신청자가 취업이민을 하면 그가 취업을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지

만 기족초청인 경우 영주권신청자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이 없기 때문에 재정보증이 필요한 것이다.

재정보증은 계약서와 같다. 만약 이민자가 빈곤으로인하여 정부혜택을 받는다면 정부는 재정보증인으로부터 정

부혜택으로 지원된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정부혜택 중에 SSI, Medical,또는 TANF 등을 이민자가신청하면

재정보증인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이 책임은 재정 보증한 초청자가이민자와 이혼을 하더라도사라지지 않는

다.

그러나 이민자가 시민권을 받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혹 미국에서 40 분기 동안의 일한 것을 사회

보장부로부터 크레디트를 받았다면 재정보증인의 위의 의무는 사라진다.

재정보증은 보통 가족초청 청원서를 제출한 초청자가 하게 된다. 그리고 재정보증인의 소득은 연방 빈곤가이드라

인 소득보다 125%높아야 한다.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소득은 초청자와이민자의 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리고 이전에 재정보증을 한 적이 있다면 전 이민자의 가족 인원수 또한 포함해서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 만약 초청자의가족이 많고 이민자의 가족또한 많다면 재정보증에 요구되는 소득이 높다. 영주권

신청 전부터 철저하게 초청자가 이민 계획을 세운다면재정 보증할 때 많은 부담을줄일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증명은 지난해의 세금보고서와 W-2를통해서 할 수 있다.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적어서 세금보고서

가 없다면 그것을 이민국에 설명해야 한다.

만약 초청자의 소득이 적어 재정보증을 충분하게 할수 없다면 공동 재정보증인이 필요하다. 공동 재정보증은 미

국에서 거주하고 있는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또는시민권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재정보증인을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정보증을 해야 한다.

만약에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초청자의 자산을 이용하는 방법 또한 있다. 자산은 증권, 채권, CD, 부동산,지난

12월 동안의 은행서류등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청자의 자산가치가 초청자의소득에서 미달되는 금액의5배 이상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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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초청자는 그의 가족의 소득 또한 재정보증에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초청자의 가족은 재정보증인과함께

살았어야 한다. 그리고만약 초청받은 이민자가 초청자와 함께 살았다면 이민자의 소득과 자산 또한 재정보증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들어서 시민권자가 그의 배우자를 이민자로 초청하였는데 면접을 하기 전 함께 살았다면 그

배우자의 소득과자산을 초청자의 소득과 자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이민자가 불법으로 벌어들인소득은 사용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재정보증은가족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 필수적인 것이다. 요즘 영주권 발급 날짜가 앞당겨

지면서 재정보증에 대한 문의가 많다. 재정보증을 받는데 문제가 있다면 재정보증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

법이 있으니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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