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5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극히 엄격한 보안 장치를 요구합니다. NES 
Financial은 EB-5 발행자에게 강화된 기능을 제공하여 EB-5 절차 전체를 통틀어 투자자의 
예치금을 더욱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도적인 EB-5 관리 기업입니다. NES 
Financial의 솔루션은 EB-5 투자자를 위해 최고급 보안 및 가시성 등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최고 수준의 자금 보안 및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는 NES Financial의 EB-5 
에스크로 또는 자금 관리 솔루션을 운용하고 업계 모범 사례를 준수하는 총괄국 또는 
개발업체와 협력해야 합니다.

Funds Security 자금 보안 

특히 해외에서 큰 금액을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자금의 보안 상태에 관한 우려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에스크로 구조를 이용하면 
한결 강화된 보안으로 투자자가 EB-5 절차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NES Financial과 협력하는 총괄국 및 개발업체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자사 투자자의 예치금에 대한 보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USCIS EB-5 제도를 철저하게 파악한 독립적인 에스크로 에이전트에 자금을 예탁합니다.

• 자금을 신용 등급이 높은 은행의 별도 계좌에 입금하여 자금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다른 총괄국, 프로젝트 또는 운영 계좌와 
혼합되지 않도록 합니다.

• 이용 가능한 최고 수준의 FDIC 보험이 적용되는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여 자금 보안을 확충합니다.

Transactional Visibility 거래 가시성
가시성이 뛰어날수록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계좌와 프로젝트 정보를 모두 빠짐없이 제공하는 EB-5 총괄국 또는 개발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NES Financial은 발행자가 투자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 세계 어디에서나 보안이 보장된, 비밀번호로 보호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계좌를 상시 확인 가능

• 프로젝트별, 투자자별 서브스크립션 펀드 및 프로세싱 펀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사용자 지정 가능하고 자동화된 온디맨드형 
보고서 작성

• 문서 보관 기능으로 각 투자자는 처음 자금을 송금한 순간부터 I-526 서류 제출, 최종 신청서 해결까지 자신의 신청서 처리 
상태를 추적할 수 있음.

EB-5 관리 솔루션(투자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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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관리 분야의 선도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선정 

NES Financial은 EB-5 발행자를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며 규제를 준수하는 
에스크로 및 자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 기업입니다. NES Financial에서는 
독점 최첨단 기술과 탁월한 고객 서비스를 결합하여 매년 850억 달러 이상의 
거액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유연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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