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투자 금액: 180만 불 또는 90만 불

2. 투자 대상: 영리 활동 목적 신설 기업

3. 투자 효과: 10명의 고용 창출

Capital Investment

New Commercial Enterprise 

Job Creation

Targeted Employment Area(TEA)

Regional Center

주 신청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 동반 영주권

EB-5,  투자이민 관련 법규



EB-5 연혁

▪ 1990, EB-5 프로그램 도입

▪ 1992, 리저널센터 프로그램 도입
TEA 규정 도입

▪ 2009, RC 간접 투자이민 활성화

▪ 2012, EB-5 비자 대기 현상 발생

▪ 2012, 대기업의 EB-5 시장 참여

▪ 2019, 투자자금 인상
TEA 규정 변경

* EB-5 비자 수 제한; 10,000개/년

EB-5,  년도 별 영주권 취득 현황



2008년 이후,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이민의 점유율이 증가하여
최근 7년 간, EB-5 투자의 95% 이상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EB-5,  리저널 센터 간접 투자



시행일 : 2019년 11월 21일

1. 투자자금 하한선 인상
• non-TEA; 180만 불

• TEA ;      90만 불

2. TEA 지정 관련 변화
• TEA 지정 권한; 주 정부에서 USCIS로 이관

• TEA 지정 요건 강화; 실업률 계산 시 단일 인구조사 구역 기준

3. 기존 투자자 Priority Date 유지 가능, Visa 후퇴 시 유리

• 새로운 볍안 시행으로 리저널센터 승인이 종료되어 새로운 프로그램 투자로 I-526 신청할 경우

4. I-526 신청 시 포함되지 않은 동반 가족 I-829 신청 가능

EB-5 Modernization Rule 신규 법안



1 432
투자계약및이민청원

투자계약

- EB-5프로그램선정,

계약및서류준비 (1개월)

- 투자자금송금,

이민청원

이민청원서(I-526)접수

- 이민국승인 (20개월)

비자수속/신분조정

- National Visa Center로이관
- 국내 : 이민비자(DS-260), 
국외 : 신분조정(I-485) 신청

- 비자발급, 신분조정승인 (6개월)

영주권취득

투자 22개월후
- 미국입국, 
- 조건부영주권취득

24개월동안
- 투자지속, 고용창출

조건해지및투자자금회
수

조건해지
- 조건해지신청(I-829)
- 조건해지승인(22개월)
- 영주권취득 (72개월)

투자자금회수
- 조건해지신청후
- 조건해지승인후

EB-5, 투자이민 수속절차



영주권 취득의 성패는 I-526, 투자이민청원 심사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승인 여부는 제출 서류의 사실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프로젝트 관련 서류 목록 투자자 관련 서류 목록

- 리저널센터 및 TEA 심사 서류
- 투자모집회사 설립 서류
- 비즈니스 플랜 및 경제적 효과
- 투자모집 관련 서류

- 신분 관련 기본서류
- 소득 관련 서류
- 자금 출처 및 경로 관련 서류
- 투자 청약 및 투자자금 송금 서류

현재 수속기간 최소 34개월
변동 가능성 높음

EB-5, 투자 이민 청원



I-526이 승인된 케이스는 NVC에 이관

케이스의 우선일자가 적격하면 이민 비자 수속 진행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I-526 승인 Visa Fee 납부 DS-260, 
영주권 비자 신청

신체 검사 Visa 인터뷰 및
Pacet 4 수령

미 입국 및
조건부 영주권 취득

EB-5, 비자 수속 Consular Processing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비자문호가 열리면

I-485,신분 조정 절차 진행 가능!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I-526 승인 신체검사 I-485, 
영구 거주 등록
및 신분 조정 신청

지문 채취
USCIS ASC

Visa 인터뷰
통상 면제

심사 결과
서면 통지

7 Step

조건부 영주권 취득

EB-5,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유효기간 2년의 조건부 영주권은 갱신 불가하다.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기 90일 전 조건해지 신청하여야 한다.

I-829 승인 조건;
최소 2년 투자 지속 및 10명 이상 고용 창출 입증

I-829 접수증을 그린 카드와 함께 소지하여야 하며,
영주권 신분은 12개월 또는 조건 해지 승인 시까지 유효하다.

12개월 후, InfoPass 예약 및 I-551 Stamp

I-829, 조건 해지 청원 심사 기간 약 22개월

EB-5, 조건부 영주권 및 조건해지



투자자금 회수 조건

비 자발적 철회
이민 청원 또는 비자 거절 시
- 투자자금 회수 가능
- 투자운영비 회수 가능

자발적 철회
- 투자자금 회수 가능
- 투자운영비 회수 협의

투자자금 회수 절차

EB-5 대출 만기 &

1. 영주권 조건해지 신청
2. 영주권 조건해지 승인

- 투자 철회 요청서 제출
- NCE 매니저 우선주 매입
- 투자자금 회수

EB-5, 투자자금 회수



기준 I.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은 가능한가?

신뢰할 수 있는 대행사를 선정한다.

기준 II. 투자자금은 안전하게 회수될 수 있는가?

EB-5 프로그램의 본질과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확인한다.

EB-5, 프로젝트 선정 기준



리저널센터 간접 투자 증가한
2008년 이후, 

이민국 승인률 안정된 흐름 유지!

I-526 승인률 평균 85%
I-829 승인률 평균 96%

EB-5,  투자이민 청원 승인 률 추세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은 이주회사의 업무 능력과 자세, 그리고,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이루어집니다.

1.  I-526 승인을 위한 확인 사항
- Exemplar 승인과 I-526 심사
- 제출 서류의 철저한 준비

2.  영주권 Visa 승인을 위한 점검 사항
- 신원조회 결과에 의한 거절 사유
- 신체검사 결과에 의한 거절 사유

3. I-829 승인을 위한 확인 사항
- 고용창출 인원의 여유
- 프로젝트 완성 일정

EB-5 기준 I. 성공적인 영주권 취득



1. 프로젝트 Sponsor 이력 및 신뢰 평가

2. 프로젝트 구조와 투자 계약
* NCE 구성; LLC Agreement         

* 프로젝트 구조와 NCE 매니저

3. 소요자금 구성과 부채 비율
* 부채 비율

* EB-5 대출 담보 및 지급 보증

4. 프로젝트 진행 상황
* 건설융자 확약 또는 실행 여부

* Completion Guaranty 완공 보증

5. 투자자금 상환 계획 실현 가능성
* 상환 자금 마련 방안

* 평가 기관 감정 및 분석

EB-5 기준 II, 안전한 투자자금 회수



투자 계약

- EB-5 투자자: 90만 불 투자, 우선주 취득
- NCE 매니저: 투자자금 운용 및 관리

투자자금의 사용

- 대출 EB-5 Loan
- 지분투자 Equity Investment

* EB-5 대출 조건; Term, Interest, Collateral    

EB-5, 프로젝트 구성



프로젝트 진행 상황
• Loan Commitment 건설 융자 확약
• Completion Guaranty 완공 보증
• I-829 승인에 필요한 고용 창출 가능성

투자자금 상환 계획의 신뢰도
• EB-5 대출 담보 및 지급 보증
• 상환 자금 마련 방안
• 평가 기관의 감정 평가 및 분석

EB-5, 공사 현황 및 투자자금 상환 계획



EB-5 전문가와지금바로상담하세요.

NIW
온라인상담신청하기

실시간카카오상담바로가기

https://www.mcc.co.kr/consulting
https://www.mcc.co.kr/consulting
http://pf.kakao.com/_cHzxcxd/chat
http://pf.kakao.com/_cHzxcxd/chat


미국 투자이민 전문 컨설턴트의

1:1 개별 맞춤 컨설팅

TEL 02. 555. 6155
MAIL mcc@mcc.co.kr

United States of Ameri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