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5 이민 투자 비자 발급 제도는 외국 국적자가 미국의 합법적인 영구 거주권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총괄국 시범 프로그램은 EB-5 절차를 한결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수단으로, 투자자와 USCIS, 개발업체 및 금융기관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I-526 승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지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NES Financial은 EB-5 에스크로 및 자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신청 절차 내내 고객의 자금이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유용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금을 독립적인 에스크로 에이전트에게 예탁합니다. 자금을 독립적인 에스크로 에이전트가 관리하게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에스크로 에이전트는 EB-5 신청 절차에 통달한 업체여야 합니다. 경력이 풍부한 EB-5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와 
협력하면 에스크로 보안을 한층 확충할 수 있습니다. 

• 절차와 시간을 숙지합니다. I-526 업무 처리 절차의 요구 사항을 철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승인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자금을 어디에 예탁할 것인지 물어보고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서류와 
투자 자금의 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자금을 보안이 확보된 별도의 계좌에 예치합니다. 자금을 선도 은행에 예치하고 미국 공기업인 FDIC에서 제공하는 보험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고객의 자금을 다른 투자자, 프로젝트 및 총괄국과 분리시켜 항상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자금 가시성을 확보합니다. 에스크로 에이전트에서는 고객에게 상시 보안이 확보되고 비밀번호로 보호된 액세스 권한을 
제공하여 계좌 정보(각종 관련 서류 및 자금 상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EB-5 투자자 모범 사례



NES Financial은 투자자를 위한 EB-5 에스크로 및 자금 관리 솔루션의 선도 
제공업체, 포천 500대 기업이자 금융 기관 및 법률 회사로서 최첨단 기술력과 
업계 최고 수준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여 매년 850억 달러 이상의 거액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B-5 프로그램은 이민 투자자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자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단계를 거치면 I-526 신청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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