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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인 자본투자: EB-5를 통한 호텔 투자 

애리안 마흐무디와 장 드루즈 

개요 

미합중국 이민국 (USCIS) 에서는 EB-5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B-5 프로그램이란 외국인이 적게는 미화 5십만불 많게는 미화 1 백만불을 

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미국에서의 영주권을 잠재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EB-5 투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호텔 개발 프르젝트에서 자금원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1. 

의회는 1990 년에 EB-5 프로그램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나아가 미국 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었다. 허나, EB-5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EB-5 시장은 투명하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은 면이 있는데, 이는 EB-5를 통한 재원 조달이 가능함에 따라 투기적인 호텔 개발을 

부추기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EB-5 의 거래 구조, 투자자들과 호텔 개발업자들이 

참여하는 유인, EB-5 자본 유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사기 위험, 그리고 EB-5 자본을 통한 

호텔의 경제적 모형을 통하여 미미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한다. 

 

키워드: EB-5 이민 비자, 호텔 재원조달, 비전통적인 금융, 호텔 부동산, 프라이빗에쿼티 

 

저자 

1 EB-5 투자의 인기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이와 관련된 컨퍼런스가 얼마나 많이 진행 중인지 보는 것이다. 일례로, 

2015년 8월 3일에 캘리포니아 EB-5 투자 컨퍼런스가 있었다. (www.eb5investors.com/conferences/2015-california-

eb5-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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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안 마흐무디 (Arian S. Mahmoodi)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웰스파코 호텔경영 금융 그룹의 금융 

애널리스트로,  호텔경영 부동산 금융 분야에서 깊이 연구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대안 금융 

메커니즘이다. 이에는 EB-5, SBA 504 / 7(a), 부동산 크라우드펀딩, 그리고 개별 개인 은퇴계좌 (self-

directed IRA) 등이 있다. (asm267@cornell.edu) 그는 다양한 곳에서 인턴십을 하였으며, 주요 회사로는 

Goldman Sachs, Heal Care REIT, H-Fin Capital Advisors, VantAge Pointe Capital Management가 있다. 

애리안은 창업경력이 있으며 최근에 ‘노턴 뉴욕(NNY; Northern New York)’의 부상하는 비즈니스 리더 

“20 언더 40”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는 2개의 회사를 창업하였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된 바 있다. 

애리안은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를 우수로 졸업하였고 부동산을 부전공하였다. 또한, 애리안은 코넬 

대학교의 호텔경영 연구 센터의  선임연구원이기도 하다.  

장 드루즈 (Jan A. deRoos)는 코넬대학교 호텔경영학과의 호텔 금융과 부동산 분야의 HVS 교수이다. 

1988년도 부터 재직하였으며, 호텔경영 부동산 분야에서 헌신하고 있다. (jad10@cornell.edu)  주요 연구 

분야로는 가치평가, 자금조달, 개발, 그리고 임시숙박시설, 공동시설, 그리고 레스토랑 자산에 대한 운영 

등이 있다. 그는 부동산 금융 센터의 설립 이사이며, 학부생들을 위한 코넬 대학교 부동산 부전공 과정을 

설립하였다. 그는 호텔경영대학에서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위한 교과과정과 최고경영자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가르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텔 부동산 투자와 자산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온라인 

교육과정도 신설하였다. 최근에는 많은 출판과 출간 작업을 진행하였다. 부동산 리서치 저널의 여러 

출판과 더불어, 제임스 이스터와 함께 ‘호텔 경영 계약의 협상과 관리’ 4 판을 출간하고, 스테판 

러쉬모어와 함께 ‘호텔 가치평가 소프트웨어’ 3판을 출간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호텔 자산 경영: 원칙과 

연습, 그리고 호텔 투자: 이슈와 관점’의 최근판의 여러 장들을 아메리칸 호텔 숙박협회에서 출판하였다.  

 

The authors wish to acknowledge the assistance of our students who helped in translating this report: 

 Oneyoung Choi, Jin Oh, and Jaeho Lee. 

해당 보고서는 코넬대학교 호텔경영대학 소속의 아래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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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연방 프로그램이 호텔 개발에 있어 중요한 자금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EB-5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fth Preference) 라고 알려진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의 

지정된 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적어도 미화 5 십만불에 준하는 투자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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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영주권과 나아가 시민권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언급하듯이, EB-5 프로그램으 

구조는 불가사의하며 때로는 남용될 소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EB-5 대출의 융자 조항은 

투기적인 프로젝트의 개발을 조장하는 면이 있다. 이 보고서의 후반부에서는 호텔 개발 프로젝트 

시뮬레이션을 보일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왜곡된 효과를 가진 EB-5 자금조달을 조명해 볼 

것이다 2. 

 

EB-5 투자 구조화 방법 

EB-5 프로그램은 미국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 수준을 

명시하고 있다. 2 가지 EB-5 투자 구조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직접법’과 ‘지역센터법’이다. 프로그램 

구조상, 직접법은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투자의 2% 정도가 이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직접법은 투자자 한 명당 미화 1백만불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야 하며 해당 투자금은 10 명의 직접적인 

상근 고용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보여야 한다. 직접적인 일자리란 ‘EB-5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영리 

기업에서, 자격을 갖춘 고용인을 위한 자리로 실제로 확인 가능한 일자리’를 말한다 3 . 결과적으로 

직접법을 통한 EB-5 의 재원조달 금액은 창출된 일자리 숫자에 따라 제한되게 된다. 예를 들어, 

개발업자가 한 호텔을 개발하는데 50명을 직원으로 고용한다고 보면, 오직 미화 5백만불만이 EB-5로 

재원조달될 수 있는 것이다 4.  

반면에  지역센터법은 주요한 EB-5 투자 구조화 방법으로 전체 EB-5 비자의 98%를 차지한다. 

지역센터법에서는 최소 투자금이 미화 5 십만불로 효과적으로 투자금을 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 요건을 직접법보다 완화할 수 있다. 이 방법 역시 10 명의 상근 고용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일자리도 포함되며 이에는 건설 고용, 가정 소득, 조세, 

그리고 경제 산출량에서의 일자리까지도 포괄하고 있다. 지역센터법을 활용하면 EB-5 를 통한 

재원조달은 자금원의 커다란 부분이 되며, 직접법에 반해 많은 수의 EB-5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다.  

지역센터(regional center)와 목표 고용 지역(TEA) 

2 이 보고서에서 다룬 내용은 저자인 애리안 마흐무디의 호텔경영대 소속 논문의 포괄적인 1차와 2차의 연구물에 

기초하였다. 
3  EB-5 이민 투자자. 미합중국 이민국(USCIS), (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

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fth-preference-eb-5/eb-5-immigrant-investor; 2014 년 10 월 6 일 웹 

검색 ) 
4 계산방법: 50 명의 상근직원 수/ 한 투자자당 10 명의 상근직원 수 = 한 개의 프로젝트당 최대 5 명의 투자자. 

(투자자 5명 x 미화 1백만불 = 최대 미화 5백만불의 EB-5 자본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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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지역센터는 미합중국 이민국이 특정 단체나 조직에 부여한 라이센스이다. 이를 통해서, 해당 

단체나 조직은 미화 5십만불마다 EB-5 자본을 늘릴 수 있다. ‘공공 또는 개인에 상관없이 경제적 성장 

촉진에 관여하고, 지역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본적 투자를 증가시키는 경제 주체’는 

지역센터가 될 수 있다. 5 지역 센터들은 필수적으로 목표고용지역 (TEA; Target Employment Area)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목표고용지역이란 ‘투자 당시에 시골 지역이거나, 실업률이 최소한 전국 평균 

대비 150%인 지역’을 말한다. 시골 지역은 (행정 관리 예산국에서 정한) 대도시 통계 지구 에서 

벗어나거나 10년마다 하는 인구 조사에서 인구가 2만명인 도시 또는 소도시 경계선에서 벗어난 모든 

지역’을 말한다. 6  미합중국 이민국은 목표고용지역에 대한 정의를 통하여, EB-5 프로젝트들이 도시 

밖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허나, 편파적인 정치 연출 

때문에 선거구를 당에 유리하게 변경함에 따라, 목표고용지역이 실업률이 높고 낮은 인구 조사 표준 

지역들을 포함하게 될 수 있다. 물론 해당 인구 조사 표준 지역들이 평균 실업률 수준이 조건에 부합하는 

선에서 말이다. 따라서,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의 EB-5의 자금조달을 위해, 해당 지역을 

목표고용지역으로 유리하게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우, 호텔 개발 구획은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업률이 높은 주변 인구 조사 표준 지역들이 목표고용지역에 포함되어 실업률 

요건을 맞추는데 사용될 수 있다. 

더 많은 수의 인구조사 표준지역들이 각 주에서 정한 목표고용지역에 포함될수록 개발업자들은 더 쉽게 

목표고용지역을 유리하게 변경할 수 있다 7.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EB-5 프로젝트들이 실업률이 낮은 

지역에 위치하게 된다. 실례로,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무실에서 EB-5 규제와 관련된 일을 하는 애비게일 

브라우닝씨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고용률이 매우 높은 지역은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지역이 

목표고용지역에 부합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일례로 베벌리힐즈의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를 허가해 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베벌리힐즈 지역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8  고용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EB-5 의 취지를 고려할 때, EB-5 가 효과적으로 이를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나, 미합중국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5  “EB-5 비자 지역 센터의 정의” EB-5 비자 정보. (www.whicheb5.com%2Fdefinition-of-an-eb5-regional-center-

visa.php.; 2014sus 10월 6일 웹 검색) 
6 EB-5 이민 투자자 
7 데이비드 노스. “투자자 비자를 위해 해당 지역을 유리하게 변경” 이민연구센터, 2013년 11월 11일  

(cis.org/north/gerrymandering-investor-visa; 2015년 7월 19일 웹 검색) 
8 코시-웨저, 아이카옵, 그리고 갈랜드 디츠. “중국인들의 미국에서의 투자: 부동산, 산업, 그리고 투자 프로모션의 

최근 트렌드.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2015년 2월 26일 

(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20invt%20paper_2%2026%2015.pdf; 2015년 3월 27일 웹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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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9. 요약컨대, 프로젝트를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고용지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개발업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지역센터 설립 

어떤 조직도 지역센터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독자적인 지역 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지역센터와 계약을 맺는 방법 등을 택할 수 있다. 개인들이 지역센터 지정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청함에 

따라, 지역센터의 소유권 자체가 비즈니스 

대상이 되고 있다. 도표 1에서 보듯,  지역센터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허나, 새로운 

지역센터를 시작하는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모됨에 따라 개발업자들은 프로젝트 별로 

지역센터를 임차하고 있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다. 

새로운 지역센터를 설립하는데에는 보통 6~15 

개월이 소요되며, 미화 1 십만불 정도가 든다.10 

반면에, 지역센터를 빌리는 비용은 낮게는 USD 

15,000 과 투자자당 USD 3,000, 높게는 조달된 

자금의 2%이다. 이 시장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의 편차가 있으나 시장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낮아지는 추세이다.  

EB-5 투자자들의 유인 

EB-5 투자자들의 목표는 미국에서의 영구적인 거주를 허가받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비자를 받는 것이다. 

금전적인 이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아래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투자수익률은 미미한 편이다. EB-5 

비자를 얻기 위해서 투자자는 적어도 미화 5 십만불을 ‘손실 위험’이 존재하는 미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여기서 손실 위험이란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시장에서는 EB-5 자본이 이자만 있는 존재(IO; Interest-Only)하는 부채수단으로 상업용 부동산 

프로젝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은 해당 투자금에 대한 연평균 1%의 수익률까지 받고 

있다. 11  

9 의회에 제출한 2014 CIS(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옴브즈맨 보고서, pg29 
10 데이비드 베넷. 미국 상업 부동산 대표, 샐몬 런 캐피탈, 메시지, 2015년 8월. 
11 애리안 마흐무디 “호텔 투자를 위한 대안 자본” 논문. 코넬 대학교, 이타카, 뉴욕 2015년 

도표 1 – 지역센터 수: 2007 - 2014 

(출처: 미합중국 이민국(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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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프로그램은 특히 투자자들의 가족들에게 유용한 프로그램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화 5십만불의 EB-

5 투자시, 투자자와 배우자,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21세 이하의 자녀들에게 미국에서의 영주권을 

허가하고 있다.12 2014 년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85%의 EB-5 투자자들은 중국인이며, 중국의 

환경 요인과 경제적 건전성 때문에 미국으로의 이주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13 또한, EB-5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수의 중국인 기업가들은 중국에서 회사를 잘 운영하면서 향후에도 해당지역에서 거주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사람들이 EB-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는 미래에 미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할 옵션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자들은 미래에 자녀들이 미국 대학 

입학시에 미국 거주민으로 지원할 경우, 외국인 학생보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학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14 

일반적인 EB-5 대출 계약서 

여기서는 EB-5 투자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EB-5 대출 계약서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EB-

5 자본이 자기자본 성격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서는 이자만 존재하는 

부채수단으로 짜여져 있다. EB-5 대출 계약서는 채무자에게 보다 유리하게 된 면이 있으며, 채무자들은 

보통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이 대부분이다. EB-5 대출 계약서의 기본조항에서 채무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언급하는 주요 사항들이 있다. 

미화 5 십만불 투자를 요하며, 투자시 향후 적어도 5 년 동안 최대 연이율 1%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채무자는 위약금 없이 동일한 이율로  대출기간을 1~2 년 정도 

늘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대출은 비소구 금융이며, 최소의 

부채상환비율(DCR; debt coverage ratio)과 담보대출비율(LTV; loan-to-value) 이 

정해져있지 않다. 해당 대출은 자금원의 다른 모든 대출에 종속되어 있다. 해당 대출은 

XYZ 부동산에 재원조달하기 위해 사용되며, 채무자는 투자자의 미국에서의 영구적인 

거주와 투자된 미화 5 십만불에 준하는 명시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떠한 상환금의 부족분도 채무불이행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12 EB-5 이민 투자 프로세스. 미합중국 이민국. (www.uscis.gov/working-united-states/permanent-

workers/employment-based-immigration-fifth-preference-eb-5/eb-5-immigrant-investor-process; 2015sus 3월 

23일 웹 검색) 
13  프랭크 시용. “부유한 투자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이 중국인 수요로 최고조에 이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2014 년 8 월 29 일 (www.latimes.com%2Flocal%2Fla-me-0830-chinese-visas-20140830-story.html; 2014sus 11 월 

11일 웹 검색) 
14 리치 마틴, “알파 추구 프로젝트 창조” 코넬대학교 존슨 경영 대학원, 이타카, 뉴욕. 2015년 4월 13일 
초기 투자금액 직접투자법 지역센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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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5 십만

불의 

투자금

에 

더하여, 

EB-5 

투자자

들은 

통상적

으로 미화 5만불 정도의 관리비를 지불해야 한다.  

비록 여기서는 일반적인 대출 구조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분명히 해야할 것은 기준이 되는 EB-5 대출 

계약서는 없다는 것이다. 그 형태는 다양하며, 채무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대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맞는 투자자들을 찾고 수 있다. 참고로, EB-5 대출 계약서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 계약서와 비슷하며, 

주요한 차이점으로는 일반적인 주식 투자의 경우 투자자의 수익률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프로젝트 자금조달 옵션에 비해 EB-5 자금조달 조항은 개발업자들에게 유리한 편이다. 도표  2 

–도표 2 EB-5 프로그램 관련된  초기 투자금액표 

개발업자 유인 

EB-5 프로그램이  개발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력적일 수 있다. (1) 실적 부족, 추가적 담보 필요, 

그리고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본래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2) 

통상적인 금용조달 방법 보다  더 유리한  금융 조건, 또는  (3) 금융 위험의 감소의 이유를 들 수 있다. 

보고서에 실린  가상 호텔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발업자에게는 EB-5 프로그램을 이용 할 

동기부여가 있으며 ,특히 해당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15  

EB-5의  자본 비용 

위에서 언급하듯, EB-5자본 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상당히 상이한데, 이는 시장이 

세부화 되어서 이기도 하다. 이 사항은 이번 보고서에서 다루는 범위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EB-5 투자 

자본의 소싱 과정에서 많은 중개인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중개인들은 상당히 불투명하고 

관계에 기반을 둔 펀드레이징 사업체라는 것이다.   

15 마흐무디, loc 인용 

제안서와 

법률비용 
$6만   - $20만  $6만   - $20만  

사업계획 $10만   - $12만    $10만   - $12만    

경제적 효과 

조사 

불필요 ; .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고용된 사람도 포함 
$10만   - $15만    

지역센터 혜당없음 

최소 $1.5만 에 투자자당 $3천 를 더한 

금액과  자본이 조달된 금액의 최대 2% 

까지 임대 될수 있음 

합계 $70만   - $212만 $80만   - $227만에 지역센터 비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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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비용은 초기 자본 비용과 EB-5 투자 구조 그리고 모아진 자본이 자본의 양에  

따라 달라진다. (도표 2 참조) 직접과 간접적인 방법의 주된 차이점은 지역센터법은 개발업자가 임대를 

하거나 설립을 필요로 한다.  두 EB-5 방법의 고정 비용떄문에, 자본의 효율적인비용은 모인 자본의 양이 

증가하면서 본질적으로 줄어든다. 궁극적으로 EB-5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고정비용과 시간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발업자들은 EB-5 투자를 많이 모으려 하고 그렇게이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시뮬레이션 개요 

EB-5 프로젝트의 경제적 가상실험은 개발자가 EB-5 프로그램을 사용할 이유가 되고 보편적인 

자금조달에 자격이 되지 않는 프로젝트가 EB-5 지원으로 가능한지 나타낸다. 평균 이상이고 호텔 체인과 

연관된미화 20만 달러  select service 급 호텔 ABC 의 개발과 금융조달에 대해 생각해 보자.16 다음 쪽에 

나온 부록 1에 호텔 ABC 의, Pro Forma 손익 계산서를 보자. Pro Forma에 기반을 두어, 호텔 ABC 의 

이론적 투자 수익을 3 년에 걸친 자금 조달 구조를 보았을 때, 도표 3 에 3 개의 자금 구성표로 

나타내었다. (참고 : 부록 2 , 1 4쪽에 Pro Forma 에 대한 숫자와 조건들이 정리되어있다.) 

참조 1 : 호텔 ABC 시뮬레이션 Pro forma 

Select service 호텔체인   1년 2년 3년 4년 

객실수 170 170 170 170 

이용률 62.00% 68.00% 74.00% 78.90% 

평균 요율 $135.20  $137.90  $140.60  $143.40  

운영일수 365 365 365 365 

사용된 객실수 38,471 42,194 45,917 48,957 

  
       

  

매출 $(000s) 비율 $(000s) 비율 $(000s) 비율 $(000s) 비율 

객실 $5,202  96.20% $5,818  96.30% $6,457  96.40% $7,021  96.50% 

음식 $42  0.80% $46  0.80% $50  0.70% $53  0.70% 

음료 $11  0.20% $12  0.20% $13  0.20% $14  0.20% 

대여 및 기타 $33  0.60% $35  0.60% $37  0.60% $39  0.50% 

타 운영 부서 $113  2.10% $120  2.00% $128  1.90% $134  1.80% 

총 매출 $5,409  100.00% $6,040  100.00% $6,695  100.00% $7,272  100.00% 

  
       

  

16 STR 미국브랜드 스케일  체인 편의성을 위해  개발 비용과 자본 기여도는 근사치로 나타내었다. 투자 순환률 

계산은 정확한 숫자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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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지출 

객실 $1,404  27.00% $1,480  25.40% $1,558  24.10% $1,629  23.20% 

식음료 $48  90.60% $50  86.20% $53  84.10% $55  82.10% 

대여 및 기타 $69  61.10% $72  60.00% $75  58.60% $77  57.50% 

총 부서별 지출 $1,521  28.10% $1,602  26.50% $1,686  25.20% $1,761  24.20% 

                  

부서별 수입 $3,888  71.90% $4,438  73.50% $5,009  74.80% $5,511  75.80% 

  
       

  

비분배 운영 비용 

관리비 $552  10.20% $577  9.60% $602  9.00% $625  8.60% 

마케팅 $315  5.80% $329  5.40% $343  5.10% $356  4.90% 

프렌차이즈 비용 $265  4.90% $297  4.90% $329  4.90% $358  4.90% 

건물 운영 유지비용 $289  5.30% $302  5.00% $315  4.70% $327  4.50% 

에너지 비용 $269  5.00% $276  4.60% $284  4.20% $291  4.00% 

총합 비분배 운영 비용 $1,690  31.20% $1,781  29.50% $1,873  28.00% $1,957  26.90% 

  
       

  

고정비용 전 수입 $2,198  40.60% $2,657  44.00% $3,136  46.80% $3,554  48.90% 

  
       

  

고정 비용 

관리 수수료 $216  4.00% $242  4.00% $268  4.00% $291  4.00% 

재산세 $302  5.60% $308  5.10% $314  4.70% $320  4.40% 

보험료 $69  1.30% $70  1.20% $71  1.10% $73  1.00% 

비축 자금 $119  2.20% $133  2.20% $147  2.20% $160  2.20% 

총 고정 비용 $706  13.10% $753  12.50% $800  11.90% $844  11.60% 

  
       

  

운영 순이익 $1,492  27.60% $1,904  31.50% $2,336  34.90% $2,710  37.30% 

표 1참고: 재정 자료와 추정값은 참조 2, 15 쪽을 참고 

보편적인 자금조달과 EB-5 가상의 자금 구성표에는 미화 2백만 달러 개발 비용을 조달한 후원자(개발에 

투자한 개발업자)와 나머지 개발 비용에 필요한 미화 5백만 달러 을 조달한 Limited partner 가 있다. EB-

5 구성표 A에도 후원자가 미화 2백만 달러 을 조달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미화 5백만 달러를 조달한 

Limited partnership 대신에 개발업자가 각 미화 5백만 달러를 투자한 10명의 EB-5 투자자들로 2순위 

부채(Junior debt)를 구성했다. 1순위 부채는 2개의 시나리오에서 자본 구성의 65%로 남아있는, Limited 

partnership 을 EB-5 융자로 대신했을 때 스폰서의 수익에 영향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EB-5 B 

구성에서는 1 순위 부채를 EB-5 부채로 대신했을 때 개발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았다. 

호텔이 상당한 일자리 창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면, 스폰서가 EB-5 투자자들의 수를 최대로 늘릴 

것이다. 구성표 B시뮬레이션은 앞으로 EB-5 투자자들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림으로써 고용 창출 요구 

사항을 50 에서 100 으로 늘렸다. 프로젝트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부분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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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가 입증되는 과정이 두 번째 년도에 하반기에 시작될 때 EB-5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위험을 

만들 수 있다. 입증에 관한 사안은 밑에 다뤄졌다. 

도표  3 – Hotel ABC 시뮬래이션 – 자본 구성표 비교 

 

가상 결과의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편적인 금융조달 구조인 Limited partners 를 같은 양의 의 EB-5 융자를 

대신함으로써 스폰서의 수익을 두 배 이상 되었다. 보편적인 금융조달 구조인 65% 의 담보대출 

비율(LTV)을 가지고 있고 EB-5 구성표 A는 90% 의 담보대출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EB-5 구성표 A 가 

개발업자한테 보편적인 금융조달 구조보다 더 낮은 위험을 준다. EB-5 투자자가 채부 불이행했을 때 

상환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보편적인 Mezzanine 융자 시장에서는 의례가 없는 일이다. 

자본 구조에서 EB-5 융자의 액수를 늘리는 것이 직접적, 간접적 고용 효과에 기여하는 것보다 

개발업자한테 충분한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EB-5 투자자의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충분한 유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EB-5 투자자들의 수를 늘림으로써 조금 더 나은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EB-5 투자자들이 입증 과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고 그 위험 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이 

작다. 

65% 1순위 

부채 

10% 스폰서  
Equity 

25% Limited 
Partner 
Equity 

25% EB-5 
융자 

65% 1순위 

부채 

10% 스폰서  
Equity 

40% 1순위 

부채 

50% EB-5 
융자 

10% 스폰서 
Equity 

보편적  

자본 구성 

EB-5 자본 
구성표   

A 

EB-5 자본 
구성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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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 – Hotel ABC – 제정구조와 투자 순환류 비교도표 

순환 지표  
보편적 

투자  

EB-5 
구성표 A 

EB-5 
구성표 B 

후원자 

내부수익률(IRR) 
27.32% 51.42% 56.18% 

후원자 순수익(Profit) $4,401,669  $11,247,055  $12,490,319  

조정된 후원자 

내부수익률(IRR) 
37.10% 57.42% 62.00% 

조정된 후원자 

순수익(Profit) 
$6,003,749  $12,648,875  $13,892,139  

Limited Partner 
내부수익률(IRR) 

19.68% 해당없음 해당없음 

Limited Partner 
순수익(Profit) $6,778,880  해당없음 해당없음 

EB- 투자자  

내부수익률 (IRR) 
해당없음 1.00% 1.00% 

EB-5 투자자 

순수익(Profit) 
해당없음 $250,325  $500,650  

 참조 후원자 내부수익률(IRR)은  자산관리와 개발비용을 포함하지 않았음.그 비용은 조정된후원자 내부수익률(IRR)과 순이익에 나타내있음(참조 2 

참고) 

시뮬레이션을 확장시켜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통해 이윤을 알아보았다. 도표 5 에서 재정적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교했고 호텔 이용률이 Pro Forma 예상치를 미치지 못하였다. 도표 4 에서는 Hotel 

ACB 의 호텔 이용률이 78.9%로 안정되었을 때를 전제로 하고 Exhibit 5 에는 같은 전제에 평균 호텔 

이용률을 50 %로 조정하였다. 호텔 이용률 50%에서 EB-5 재정조달을 했을 때 후원자한테 투자적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도표 5 가 나타내듯이 Hotel ABC 가 50% 호텔 이용률로 운영되었을 때, 개발자가 Limited partners 의 

보편적인 제정 조달을 받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EB-5 구성표 A 에는 Limited partners 대신 투자 

수익보단 시민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EB-5 투자자들로 대신하였다. 그러므로 50 퍼센트 호텔 

이용률을 예상하는 호텔 개발도 EB-5 재정조달을 통해 시장 기준 보다 낮은 수익이지만 후원자가 수익과 

가능성을 줄 수 있다. Exhibit 5 에 나타난 EB-5 Stack A 순환 지표는 후원자의 조정된 내부수익률 

(Internal Rate of Return) 이 11.61%이고 EB-5 구성표 B 에서는 더 높은 수익을 낸 것을 스트레스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후원자가 Hotel ABC 를 개발할 동기 부여가 있다고 보여준다. 

EB-5 구성표 B 의 결과가 나타내듯이 더 많은 양의 EB-5 자금조달은 개발업자와 스폰서에게 보편적인 

재정조달 법으론 불가능한 프로젝트나 투기성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동기부여를 준다.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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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에서 EB-5 구성표 B에서 개발업자의 수익이 EB-5 구성표 A 보다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EB-5 

프로그램으로 시장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재정조달이 불가능한 지역에 호텔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B-5 프로그램과 목표고용지역(TEA)에 인구조사 표준 지역의 조정으로 특정지역에 호텔 

시장의 공급이 과포화 되어 위험요소가 될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B-5  투자자들의 위험 요소가 

될지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B-5 투자자들의 위험 

위에서 언급된 EB-5 투자들의 자격조건과 확인 과정들 때문에 EB-5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자격조건과 확인 과정에 대한 잠재적인 문제들은 15쪽에 참조 3에 나와있다. 

자격조건 EB-5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 투자자들은 자본 조들 자(주로 개발업자나 스폰서)에게 자격 

조건을 갖춘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보안 검사를 통과 함모로써 과정이 시작된다. 외국 투자자는 

미합중국 이민국 (USCIS)에서 I-526 릉 필히 작성하는데 이는 투자하는 자본을 합법적으로 얻었고 미국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최소한 10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입증하기 위해서이다. 17 이 

과정은 10 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이 서류는 EB-5 투자자에게 2년의 조건적인 거주를 허용한다.18 I-526 

서류가 미합중국 이민국 USCIS)에 거절이 되면 $5 00,000 우는 대부분 환불된다(단 $50,000 수수료는 

제외된다). I-526 가 허가되는 기간에는 EB-5 투자자들에게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19 I-526 가 

허가되면 자금은 프로젝트로 투자된다. 

확인절차  중요한 쟁점들은 일자리 창출에 일어난다. 2년 과정 중에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필요로 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I-829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 자본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과정과 일자리 고용했다는 서류를 EB-5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I-829 를 작성할 수 있다. 

투자자당 10명 미만의 일자리를 만들었을 때는 미합중국 이민국이 거절할 것이다. 승인이 되면 투자자는 

영주권을 얻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I-829 가 거절된 투자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금이 조달된 투자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개발업자가 여유 있는 현금 흐름이 없을 수도 있어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17  EB-5 그린카드 과정 개요.” 장 그리고 연합, P.C. - U.S 이민 변호사와 상담사 , n.d. Web. 23 Mar. 2015; 

www.hooyou.com/eb-5/overview.html. 
18 EB-5 이민 투자 과정.” loc. 인용; and Ibid. 
19 21 살에 가까운 투자자의 자녀들은  I-526 서류가 자녀들이 21 살 되기전에 승인 되어야  EB-5 프로그램에 

자격이되야 되기때문에 시간이 위험요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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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5: Hotel ABC – 제정구조와 투자 순환류 비교도표(50% 객실 이용률) 

순환 지표  
보편적 

투자  

EB-5 
구성표 A 

EB-5 
구성표 B 

후원자 

내부수익률(IRR) 
-2.19% -12.13% 9.18% 

후원자 순수익(Profit) -$194,172 -$606,262 $655,879  

조정된 후원자 

내부수익률(IRR) 
14.72% 11.61% 24.53% 

조정된 후원자 

순수익(Profit) 
$1,407,908  $795,558  $2,057,699  

Limited Partner 
내부수익률(IRR) 

-2.19% 해당없음 해당없음 

Limited Partner 
순수익(Profit) -$485,431 해당없음 해당없음 

EB- 투자자  

내부수익률 (IRR) 
해당없음 1.00% 1.00% 

EB-5 투자자 

순수익(Profit) 
해당없음 $250,325  $500,650  

 

잠재적 사기 가능성 

상대적으로 새롭고 규제되지 않은 시장이기에 EB-5 프로그램 사기 사건에 이에 대한 자료들이 많다. 

Fortune에 따르면 EB-5 프로그램은 은행이 절대로 손대지 않는 신생 기업들을 쉽게 자금조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추어, 사기꾼, 왜곡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부유한 외국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프로그램이 오용되고 있는 것에 

무관심한 것 같다.20 밑에서는 20 EB-5 프로그램의 이점을 이용된 사기 사례들을 다룰 것이다. 

EB-5 사기 사례의 주요 사유는 EB-5 프로그램에 대한 부족한 이해와 투자자로써 실사(due diligence)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Bradley Gillenwater 라는 Maryland 투자 촉진 공무원에 따르면 중국에 있는 자금 

조달자들이 연방에서 허락된 지역 지역센터에서 온 것처럼 문서를 위장한다고 한다. 

20 피커 엘카인드와 마티 존스, “판매 프로그램을 위한 어둡고 불편한 비자의 세계 ”포춘, 7월 24일  2014. Web. 10 

2월 . 2015; fortune.com%2F2014%2F07%2F24%2Fimmigration-eb-5-visa-for-sale%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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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조달자들은 기탁계정(escrow account) 이 만들어져있고 중국 투자자에게 그린카드를 받는 대신 

돈을 지금 달라는 식으로 요청한다. 만약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는다고 한다.21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돈을 가지고 몇몇 조달자들은 도망간다. 시카고 교외 지역에 계획된 호텔 프로젝트가 사기 

시나리오로 밝혀졌다. 

미증권거래위원회(SEC) vs 시카코컨벤션센터 등 

25세의 사기혐의자 안슈 세티(Anshoo Sethi) 는 알려진바에 의하면 2011년 시카고 오헤어 공항근처에 

“세계 첫번째 제로 이산화탄소 배출의 리드(LEED) 플래티넘 인증” 호텔 투자를 위한 EB-5 투자모금을 

시작하였다. 투자금이 약 9200 억원에 달하는 이 호텔은 995 개의 객실, 4 개층 규모의 컨벤션, 

녹화지붕을 갖추며, 스파와 요가룸, 미니골프코스, 1,720대의 자동화 주차공간 및 신원확인 전자장치를 

활용한 셀프서비스 체크인 시스템을 갖출것으로 홍보되었다.22 

이 호텔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안슈 세티(이하 세티)는 부정하게 1,600억원에 달하는 투자관련 증권을 

팔아 주로 중국의 250 명이 넘는 투자자들로 부터 각각 미화 50 만불(5.5 억원)씩, 총 120 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겼다 23. 투자자들의 비자신청이 거절될 경우 이 수수료를 전액환불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티와 그의 회사는 이 수수료의 90 퍼센트가 넘는 금액을 소비하였다. 24  세티는 또한 

투자자들의 임시 영주권이 미 연방이민국이 허가하기까지 1,600 억원의 투자원금을 에스크로 

계좌(신탁계좌)에 보관하는 것으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미 연방이민국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문서가 제공될 때까지 어떠한 비자도 승인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그에게 해당 사업협의서를 

요청하였을때 그는 “하얏트호텔에서 제공된 거짓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였다 25 . 이와 유사하게, 미 

연방이민국이 세티가 EB-5 펀딩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청하였을때, 세티의 법률대리인은 

이 프로젝트가 일리노이 재무국이 3,700억원의 채권을 발행할것이라 언급하였다. 세티는 또한 카타르 

투자국으로 부터 발행된 거짓의 예비자금 조달확약서를 제출하였다 26. 

21 컥 웨서 , 아카밥 갈랜드 디츠. 미국에 중국 투자자 s: 부동산의 최근 흐름,산업과 투자 홍보. 미국 과 중국 경제와 

증권 의원회, 2월 26. 2015. Web. 월 27. 2015; 출저 

 www.uscc.gov/sites/default/files/Research/Ch%20invt%20paper_2%2026%2015.pdf. 
22 앞서 언급한 책, Elkind and Jones에서. 
23 “미증권거래위원회 v.시카고컨벤션센터 유한회사, 앤슈세티, 그리고 시카고 인터컨티넨탈 지역센터 신탁 유한회사,”  

Civil Action No. 13-cv-982.”미 증권거래위원회, 2013년 2월 8일자” 웹: 2015년 3월 20일 

www.sec.gov%2Flitigation%2Flitreleases%2F2013%2Flr22615.htm 
24 위와 동일 
25 위와 동일 
26 앞서 언급한 책, Elkind and Jone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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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티의 행동을 근거로 보았을때 그는 결코 제안된 호텔개발을 추진할 의도가 없는것으로 보이며, 대신에, 

그는 미 연방이민국에 거짓문서들을 제공해 그에게 EB-5 투자를 허가하도록 하고, 투자자들로 부터 받은 

투자원금을 훔치려 한것으로 보인다.(만일 이 투자프로젝트가 진짜라면 프로젝트는 2,500개를 초과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야내야만 함). 다행스럽게도, 세티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원금을 갖고 도망치기 

전에, 내부고발자가 미 연방이민국이 투자자들의 투자원급을 확보를 위한 단속을 하도록 만드는 정보를 

제공하였다.27 미 연방이민국의 내부고발 프로그램 이래, 이 익명의 내부고발자는 155억원이 넘는 – 미 

연방이민국 내부고발 사례 역사상 가장 큰- 보상을 받았다. 28 미 연방이민국은 “다른 자금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티가 거둬들인 수수료가 될것이다).29 

미 연방이민국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30  하지만, 낙심스러운 일은,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미 

연방이민국은 세티의 사기를 최초에 알아채지 못했을 거라는 데 있다. 

 

EB-5 정치학: 미 의회의 견해 

미 의회는 EB-5 프로그램에 대해 당파를 초월하여 거의 만장일치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2012년, EB-5 

허가에 대한 갱신이 412 대 3 으로 미 하원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상원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31 2012년 9월, 오바마 대통령은 EB-5 프로그램에 대한 3년기간의 재허가에 서명하였고, 이 

허가는 매 3 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32 관련의회기록에 따르면, 상원의원 패트릭 리 와 척 그래슬리는 

27 “미증권위원회, 내부고발자에게 15억이상을 지급하다.” 증권위원회, 2013년 10월 1일, 웹: 2015년 3월 25일; 

www.sec.gov/News/PressRelease/Detail/PressRelease/1370539854258#.VRh2dVxuZhM 
28 미 증권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내 내부고발센터 Dodd-Frank법에 의거 2011년에 설립됨. 내부고발 프로그램은 

11 억원 초과시 허가에 의해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착수하게 된 높은수준의 원 정보제공자에게 소송으로 

수집된 금액의 10에서 30퍼센트를 보상한다. 상기참조 참고 
29 위와 동일 
30 “미증권거래위원회 v.시카고컨벤션센터 유한회사, 앤슈세티, 그리고 시카고 인터컨티넨탈 지역센터 신탁 유한회사,”  

Civil Action No. 13-cv-982. ”미증권거래위원회, 2013년 2월 8일, 웹: 2013년 3월 20일, 

www.sec.gov%2Flitigation%2Flitreleases%2F2013%2Flr22615.htm.  
31 샐먼 런 캐피탈 프리젠테이션, “당신이 EB-5 에 관해 알고싶지만 물어보길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 2014 년 

11월 11일 애리안 마무디를 위해 준비.  
32 112 차 의회 (2011-2012) S.3245. 문서버전, 미 의회도서관, 웹: 2015 년 3 월 15 일; thomas.loc.gov/cgi-

bin/query/z?c112%3AS.3245%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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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입법안을 제안하고 있다. 리 와 그래슬리의 제안안(S.1501)에 담긴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아래사항과 같다:33 

 ∙ 프로그램 허가갱신기간을 5년으로 연장 

 ∙ 대도시권역 고실업률 목표고용지역(TEA) 선정을 위한 인구조사트랙을 권역당 하나로 제한 

 ∙ 투자 상한선을 목표고용지역은 9억원선, 비목표고용지역은 13억원선으로 상향조정 

∙ 미 국토안보부가 해당투자가 사기 및 범죄와 연관되어 사용되거나 혹은 사회안전 및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 프로그램을 거절하거나 종료시킬수있는 권한을 증대 

∙ 해당 지역센터가 연 수수료를 지불하고 미 국토안보부가 미국내 및 해외에서 사기행위를 

감지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 및 사이트 방문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정직한 EB-5 펀드”의 설립 

 ∙ 지역센터 및 프로젝트 디벨로퍼 임원진에 대한 백그라운드 체크 

∙ 투자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디벨로퍼들에게 자금을 지불하기 전에 국토안보부가 프로젝트 

초기에 점검할수 있도록 하는 사항 

  ∙ 사업 리스크 및 이해갈등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보다 확대하여 공개 

 ∙ 안전한 사업이행을 위해 프로젝트에 대한 좀더 많은 감시 및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 사업계획서의 보다 신속한 절차를 위한 수수료를 낼 수 있는 옵션을 추가  

프로그램이 개선될 경우, 연방이민국 전 디렉터 이자 자문대표인 로버트 디바인은 아래와 같이 가능한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34 

 ∙ 투자 최소한도가 상승할수 있음; 

33 2015 년 미국일자리 창출 및 투자촉진 개혁법안, S. 1501, 114 차 의회. (2015); 추가 참고: “리 & 그래슬리의 

고용창출 외국투자프로그램 개선과 확대를 위한 입법추진 Improve & Extend Job-Creating Foreign Investment 

Program.” 2015년 6월 4일 언론보도자료. 웹: 2015년 8월 12일; www.leahy.senate.gov/press/leahy-and-grassley-

introduce-legislation-to-improve_extend-job-creatingforeign-investment-program. 
34 로버트 디바인, 주주, 베이커 도넬슨. 개인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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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및 안보관련 점검 장치가 보다 용이하게 지역센터(regional centers) 선정을 거부하거나 

해지시킬 수 있도록 함; 

 ∙ 목표고용지역(TEA) 창출에 대한 정의 또는 진행절차가 바뀔수 있음; 

∙ 미연방이민국이 국가안보에 관련된 이유들로 인해 EB-5 투자자들을 그 이유에 대한 설명없이 

거부할수 있다; 그리고,  

∙ 만일 비자가 “다양화” 비자 프로그램 등과 같은 다른 곳으로부터 취득될 수 있다면, EB-5 

투자자들의 가족구성원들은 매년 10,000개의 비자 할당량안에 포함되는 것을 멈출수 있게 되고, 

이러한 두세가지의 요인으로인해 EB-5 투자의 수는 증가할 수 있다. 

EB-5 프로그램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와 우리가 방금 나열한 많은 제안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15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프로그램에 상당한 변화가 적용되는지 지켜볼것이다. 변화에 대한 많은 잠정적인 

제안들은 디벨로퍼, 개발기금모금자 및 미래 EB-5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요약 및 결론 

결론을 말하자면, EB-5 파이낸싱은 디벨로퍼들과 투자이민자들을 위해 가치있는 파이낸싱 방법일 수 

있다. 전통적인 파이낸싱과 비교하였을때, EB-5는 리스크가 EB-5투자자들에게 전이됨에 따라, 프로젝트 

스폰서들과 유한책임 투자자들에게 보다 높은 위험절감된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실행한 약 

66 억원의 수익성을 내는 “전통적 자본스택 모델”과 반면 약 140 억원의 수익성을 내는 “EB-5 스택 A 

모델”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이다. 우리의 리서치는 또한 EB-5 파이낸싱이 투기성의 (잠재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내는) 프로젝트 개발을 자극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EB-5 파이낸싱을 보장하는 

절차는 복잡하며, 의회로 부터 수정,검토 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EB-5 파이낸싱과 관련된 제한된 

재산권 때문에,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향후 제시된 연방 입법안이 투자자들과 

디벨로퍼들을 위한 EB-5 투자환경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참조 2 : 호텔 ABC 시뮬레이션 견적(Pro forma) 전제 및 가정 

항목 가정 및 전제 출처 및 근거 

토지비용 

개발비용의 12퍼센트. 주: 개발비용(아래열에 

명시)에 12퍼센트(미국기준 식음료를 제외한 

중급규모의 호텔을 개발에 토지에 할당된 

2014/2015 HVS호텔 

개발비용 조사,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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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의 중간값). (117,800불 * 180 = 

20,026,000불*0.12= 2,403,120불)  

토지옵션계약 

옵션비용은 토지가치의 10퍼센트 

(2,403,120불*0.1=240,312불). 옵션계약은 

스폰서의 비용으로 고려되며 투자수익계산과는 

별도 

일반적인 관행 

호텔객실 수 170개 시뮬레이션 입력값 

객실당 비용 
117,800불(식음사업을 제외한 중급규모 

호텔개발비용의 중간값) 

2014/2015 HVS호텔 

개발비용 조사, 9페이지 

건설비용(토지포함) 117,800불*170= 20,026,000불 상기 전제기준 

건설기간 15개월 일반적인 관행 

보유기간(건설기간포함) 5년 시뮬레이션 입력값 

시공이자/Draws 
Draw는 15개월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배되며, 이자는 월단위로 누적 
시뮬레이션 입력값 

최종 

자본지수환원률(Terminal 
Cap Rate) 

9.63퍼센트 
PWC 2015 1분기 

부동산투자자 조사, P57 

브로커 및 클로징 수수료 3.0퍼센트 일반적인 관행 

투자자금조성기간               

(즉, 투자자기자본 조성 또는 

시공전 EB-5기금 조성시간) 

1년. 이것은 투자수익을 비교할수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각 옵션이 일년이 걸리는 것으로 

가정하며. (1)자금구성의 25퍼센트를 

무한책임회사가 조성 (2)EB-5로 25퍼센트를 

조성 

관례에 의거한 

시뮬레이션 입력값 

전통적인 자금구성 
자기자본 35퍼센트; 이자만 지급하는 대출 

65퍼센트 
시뮬레이션 입력값 

전통적인 자금구성의 

자기자본 구조 

스폰서는 자금구조의 10퍼센트를 구성하고, 

유한책임회사는 25퍼센트를 담당하여, 

스폰서는 자기자본의 28.6퍼센트를 담당 

시뮬레이션 입력값 

전통적인 자금구성의 

거래구조 

티어 1= 유한책임회사, 무한책임회사순으로 

수익의 10퍼센트를 우선배당하고, 

티어 2=15퍼센트의 누적수익배분을 유한 

66.4퍼센트, 무한 33.6퍼센트 지급, 티어 3= 

20퍼센트의 누적수익배분을 유한 51.4퍼센트, 

무한책임회사에 48.6퍼센트 지급, 티어 4= 

나머지 수익금을 41.4퍼센트 유한, 58.6퍼센틀 

시뮬레이션 입력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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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책임회사에 지급.  

전통적인 자금성에 대한 

스폰서수수료 

자산운용수수료: 1퍼센트(2년차부터 지급); 

개발수수료:전체프로젝트 비용의 

4퍼센트(3년차에 지급) 

일반적인 관행 

EB-5 자금구성 
스폰서 자기자본 10퍼센트; EB-5 순이자지급 

부채 25퍼센트; 순이자지급 부채 65퍼센트 
시뮬레이션 입력값 

EB-5 이자율 연리 1퍼센트; 순이자 작성자 

선순위채권에 대한 파이낸싱 

가정(모든 자금구성 해당) 

소규모영구대출; 1.00퍼센트 착수수수료; 3년-

1년-3년 기간; 확장시 마다 0.25퍼센트 추가; 

LIBOR+3.00퍼센트; 순 이자만.(우리의 모델은 

두개의 확장옵션이 모두 적용된다고 가정함) 

신뢰할만한 대출기관, 

2015년 8월 20일자로 

업데이트 

선순위 채권의 이자 모델링 

방법론 

대출서비스에 대한 예측을 위해 월단위 LIBOR 

율 적용 

블룸버그, 2015년 

8월 20일자로 업데이트 

EB-5 행정수수료 및 시작비용 

50,000불의 행정수수료가 징수되었으나, 이 

비용은 EB-5 파이낸싱과 관련된 시작비용을 

포함함. 

작성자 

견적 손익계산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쓰인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입력값은 호텔투숙률, 

평균객실가격, 비용, 매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포함하며, 이러한 입력값에 대한 전제는 아래에 

명기됨 

장 드루스 와 스티브 

러시모어, 

호텔평가소프트웨어, 

세번째버젼, 2011년 

투숙률 안정화된 투숙률은 78.9퍼센트로 일정함 

2015년 STR HOST 

Almanac, 페이지 50, 

고급호텔 

평균객실가격 
기준년도 객실가격은 132.59불, 보정율이 

적용되어 첫번째 해에 135.22불로 적용 

2015년 STR HOST 

Almanac, 페이지 50, 

고급호텔 

비용 및 매출액 

프랜차이즈 수수료, 운영수수료 및 예비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및 매출은 2015 STR HOST 

Almanac에 의거 

2015년 STR HOST 

Almanac, 페이지 50, 

고급호텔 

인플레이션 
년단위 1.98퍼센트. PCE인프레이션률 10년간 

평균치를 적용 

전문예측가 조사, 

2015년 2사분기, 페이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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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현금흐름 
호텔현금흐름은 해당년도 내 계절적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 연단위 견적에 의거 
시뮬레이션 입력값 

20 

 
 



참조 3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