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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

박준석변호사

형법전문

살인/음주운전/범죄 단체/보석/폭행/마약/음주법 위반/담배 불법/판매/사기/기업 범죄 

박준석박준석
살인/음주운전/범죄 단체/보석

www.parkslaw.ca

416.948.0372
Head Office : 2 Bloor St. E. #3500 (Hudson’s Bay Centre)
North York Office : 5000 Yonge St. #1901 (Transamerica Tower)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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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S . K A N E
F U N E R A L  H O M E

416-721-2137
416-221-1159

6150 Yonge St. Toronto

토탈 장례 
서비스

문의

토탈
서비스

사전장례계획
여행자 보험
장지, 비석

권혁일(Harry Kwon)

이봉옥

22년 외국은행 경력의
모기지 박사

Brokerage Lic #12050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www.MortgageDoctorOnline.com
647.968.1957 스마트폰 접속!

QR코드스캔으로
간편하게 보세요!

‘부모ㆍ조부모 초청 이민’ 재개… 요건 강화
연간 5천건만 허용

초청인 소득도 상향 

전경우 기자 

james@cktimes.net

국내영구거주를 원하는 모

국의 부모ᆞ조부모에 대해 

수년간 닫혔던 빗장문이 다

시 열렸다. 지난 2일부터 연

방이민부는 2011년 말 이후 

잠정 중단됐던 부모ᆞ조부

모 초청이민에 대한 접수를 

재개했다. 차질 없이 부모·
조부모를 모셔올 수 있도록 

동포들이 준비해 할 부분을 

짚어봤다. 

먼저 초청인의 자격강화

가 눈에 띈다. 이민법전문가

인 김지현변호사는 “이번에 

재개된 부모ᆞ조부모 초청이

민프로그램(PGP: Parent and 

Grandparent Program)의 특

징은 초청인(Sponsor)의 자

격강화”라며 “이와 함께 

신청규모도 해마다 5천 건으

로 제한, 부모ᆞ조부모 초청

이민의 잠정중단을 가져왔

던 적체현상을 사전에 해소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고 전했다.     

요건강화의 핵심은 초청

인의 최소소득인상이다. 김

변호사는 “초청인 최소소

득기준이 기존보다 약 30%

이상 높아졌고, 소득증명기

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이에 따라 2013

년도 세금부분이 아직 확정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0 - 

2012년 3년 분을 준비해야 

한다”며 “2명기준으로는 

약 3만 6천 달러, 4명기준으

로는 약 5만3천 달러, 6명 기

준으로 약 7만 달러 정도의 

소득증빙을 갖춰야 한다”

고 조언했다. 

신청 후의 소득보고도 신

경써야 한다. 김변호사는 “

올해 접수가 되더라도 심사

관이 처리하는 시점까지 3 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중 세금신고부분

도 보고되기 때문에 실제로

는 5년치 정도의 소득이 보

고된다고 보면 된다”고 조

언했다. 최소소득인상과 함

께 초청인의 부모·조부모 

부양의무기간도 기존의 10

년에서 20년으로 증가된 상

황이다.  

소득증빙절차에 대한 변화

도 주의해야 한다. 김변호사

는 “기존에는 회계사나 고

용주의 편지를 갈음하면 충

분했으나 이제는 세무당국

(CRA)의 ‘평가확인서(No-

tice of Assessment)’를 첨

부하지 않을 경우 어떤 소득

도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

한다. 평가확인서를 확보하

지 못할 경우 세무당국에 전

화로 이에 대한 요청을 해야 

한다. 

심사진행방식의 변화도 인

지해야 한다. 김변호사는 “

기존에는 초청인이 먼저 서

류를 넣고 이에 대해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신청인에 대

한 서류를 준비했으나, 개정

된 올해부터는 초청인과 신

청인의 서류가 한꺼번에 접

수돼야 한다”면서 “5천명 

한도를 넘을 경우 다음해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

게 신청을 다시 해야 하므로 

(신청이) 늦춰지지 않도록 서

류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모국의 신상기록에 대한 

검토도 잊지말아야 한다. 김

변호사는 “초청업무를 진

행하다가 보면 신청자인 부

모·조부모님들께서 한국에

서 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

해 자녀들에게도 공개하지 

않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

다”며 “최근에는 (연방정

부의) 한국의 신원조회가 용

이해졌기 때문에 문제의 소

지가 될만한 사안이 있으면 

신청 시 이에 대한 충분한 설

명을 곁들여 승인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신청전반에 걸쳐 자의적

인 판단은 지양해야 할 부분

이다. 김변호사는 “범죄기

록, 건강검진 등 필요한 구비

서류와 신청조건에 대해 신

청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

하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며 “이민부에서 설정한 요

건을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

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

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

언했다.    

한편, 한인YMCA에서도 

이번에 새롭게 바뀐 부모초

청이민에 대한 동포들의 궁

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23일(

목) 오후 6시 YMCA 노스욕

사무실(5734 Yonge St, 2nd 

Floor, North York)에서 설

명회를 개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647-288-

0249) 

유승민 국방위원장  제기

(서울)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

사일에 핵무기를 탑재, 남쪽

으로 발사하면 11분15초 만

에 서울 한복판에서 폭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15일 제시

됐다.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

새누리당/사진)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 핵 미사

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중·고고도(中·高

高度) 요격체계인 THAAD(

사드)와 SM-3 미사일 도입

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위원장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대공 방어는 가능

하지만 핵미사일 요격은 거

의 불가능하다"며 "THAAD

와 SM-3를 전력화하지 못하

는 한, 대한민국 전 지역은 북

한의 핵 미사일에 의해 파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관진 국방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 군은 KAMD를 구

축해 북한 미사일이 우리 영

토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이 도발 

징후가 있을 때 이를 단시간 

내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킬

체인을 완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핵심 

전력 운용체계가 구축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

협을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

한다"고 했다.

작년 12월말 현재 8.4%

2008년 윈저 보다 높아

광역 토론토의 실업률이 지

난 12월 말 기준 8.4%를 기

록하며 국내 주요 도시들 중 

2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나타

냈다고 연방 통계청이 15일 

발표했다.  

이는 국내 평균 실업률 

7.2%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

이며 지난 2008년 경기침체

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도

시인 윈저의 실업률 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외지역을 제외한 토론토

의 실업률은 더욱 높아져 약 

10.1%에 달하는 것으로 연

방통계청은 경고했다.  

이와 관련 피터 비두시스 

토론토시 경제문화연구관계 

매니저는 “이같이 높은 실

업률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

을지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토론토에서 활동하

고 있는 앤드류 랭길 노동관

계 전문변호사는 “최근에

는 불안정한 파트타임 직업

들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직업은 생존을 위한 직업일 

뿐이지 안정적인 생활을 구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경기불황으

로 인한 4만5천600여개의 

직업 감소로 12월 국내 실

업률은 6.9%에서 7.2%로 

증가했으며, 국내 도시들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인 곳

은 8.8%의 세인트 캐서린으

로 나타났다.  한편 캘거리와 

에드몬튼은 서부 샌드오일 

붐 영향으로 타 도시들보다 

훨씬 낮은 실업률인 4.7%와 

5.5%를 기록했다.

Licence No. 10214
Tel. 1-888-77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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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2.50%(P-050) 고정금리, 3.29%(4년) 3.64(5년)부터

매매 가격 $1.2 Million매매 가격 

부동산 매매 소개   T: 416.402.8655

건물 / 비지니스 따로 구입가능.    CAP Rate 9%
LCBO를 가지고 있는 스토어에서 렌트 수입이 연간 $72,000
2층 APT에서 연간 $22,800 수입
현재 비어있는 가게에서 연간 5만 렌트 수입 가능

상가 건물 + 비지니스
주유소 + 컨비니언스 + LCBO + Lotto 6/49
19 Acre 건물

모기지 65만불 가능
모기지 75만불 가능

자영업자 프/로/그/램

자영업자 소득 증명 없이 80%까지 

자영업자 소득 증명 없이 65%까지
무소득자 50%까지 

변동금리 2.50%(P-0.50) 
고정금리, 3.29%(4년) 3.64(5년)부터

변동금리 2.50%(P-0.50) 
고정금리, 3.29%(4년) 3.64(5년)부터

(유종면) 416-885-6142
Broker Peter Yoo

매매 가격 $55,000
세탁소 디포 매매
넷 인컴: 약 $3500/월 (셔츠:$2.5-3불, 팬츠:$5.95,자켓:$7.5)
월세$2167(TMI+HST 포함)5년+5년 블로아 와 배더스트의 
교차로에서 2불록 서쪽 여주인혼자 쉽게 운영할수 있음

www.orianathornhill.ca www.orianathornhill.ca 

주택 / 상업 모기지 전문

건물         $950,000
비지니스   $350,000

(PGP)

자료사진

"北 핵미사일 11분이면 서울 도달" 토론토 실업률, 국내 도시 중 2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