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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방상원에서 통과된 이민법안과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SKILLS

법안은 모두 시민권자의 형제 초청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형제 자매를 초청할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제안들에
반대한다.
이민개혁의 경제적 혜택
 이민개혁으로 향후 첫 10 년간 1,750 억 달러, 그 이후 10 년간 7 천억
달러의 예산이 증가할 것이다 [미 의회 예산국(CBO), 6/13]
 이민개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3.3 퍼센트 증가할 것이다. [미 의회
예산국 (CBO), 6/13]
 2007 년에 이민자 소유 소규모 비지니스 종사자는 470 만 명이었으며 매년 7,
760 억 달러 이상을 창출해낸다. [백악관 7/12] 이민자들은 1,500 억 달러의
소셜 시큐리티와 5 천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했다. [야후 경제 3/14/13;
백악관 5/11]
	
  
인용구 별 상세정보: www.immigrationpolicy.org/just-‐facts/economics-‐immigration-‐
resource-‐page
크레딧
 이민자들이 합법신분을 취득하면 집을 살 수 있고, 주택시장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민자들은 우리 경제를 부강하게 할 것이며, 정부예산을 튼튼하게 할
것이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몇몇 은행에서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기 때문에 크레딧을 쌓을 수는 없다.
추가 정보: http://articles.latimes.com/2008/oct/06/local/me-‐immighome6
부동산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가족과 함께 안락한 생활을 꾸릴 수 있는 내 집 마련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긴 여정도 마다않고 미국으로 온다.
 합법 신분 취득은 이민자들에게 소비와 더불어 크레딧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보금자리인 내 집 마련의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일부 회사들은 렌트비 영수증을 인정해주기도 하고 일부는 다른 재정 정보를
인정해주기도 하지만 합법적으로 크레딧을 쌓을 수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기지 융자와 주택 구입을 적극적으로 하게될 것이다.
 이민자의 45 퍼센트만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태생의
주택소유주에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이민자들의 주택 성향을 공부한 USC 도웰 마이어스 교수는 로스엔젤레스와
미 전역의 주택 시장에서 이민자들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이미
파악한 은행들은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이민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없이 개인납세자번호(ITIN)를 사용하는
이민자들은 전통적인 크레딧 외에 다른 재정 정보들을 고려해주는 은행을
찾아야 하고 연체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심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융자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

추가 정보: http://articles.latimes.com/2008/oct/06/local/me-‐immighome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