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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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tas
[siv-i-tas; Latin kee-wi-tahs]

EB-5 프로그램:
여러분의 가족과 후손들을
위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해주는 영구적인
가교입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는?


시비타스(Civitas)란 라틴어로 “도시”와
“시민 신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는 우리 기업의 근간을 반영한 이름입니다.



시비타스는 지난 십 년간 본거지 도시의 경계를 벗어나 미국
서부 및 동부 해안은 물론 그 사이의 모든 시장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투자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당사는 계속해서
깊이를 더하는 문화적 역량과 글로벌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미국 내 여러 도시, 지역 공동체, 당사 직원은 물론 자국과
해외 투자자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마거릿 맥더못 브리지(Margaret McDermott Bridge)는 시비타스의 본거지인 텍사스주 댈러스 주변 지역을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사의 목적을 상징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지역 공동체 둘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시비타스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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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각종 증권, 투자 상품 또는 투자 자문 서비스의
판매를 제안, 요청 또는 권장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러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 제안 요청으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본 프레젠테이션 자료에는 정보를
요약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온전히 포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제안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를 대상으로, 정식으로 매매를 제안하는 문서
(예: 기밀 모집계획서와 그에 수반되는 가입 서류 등)를 전달하거나
거래의 주요 약관을 설명하는 여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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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타스 캐피탈 그룹

관련 정보
시비타스는 EB-5 분야에서 십 년간 선도기업의 위치를 고수해온 글로벌 대체
투자 관리 기업입니다. 시비타스는 미국 부동산과 호텔 업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40여 개국 출신 투자자들이 EB-5 이민 투자자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여정을 지원해 왔습니다.
시비타스는 EB-5 투자자에게 효과적인 투자 상품을 찾기 위해 차별화된 틈새 투자
전략에 주력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체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여 전 세계 기관
및 유자격 개인 투자자 양측 모두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비타스의 경쟁력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과 국제적인 문화적
역량이 한데 합쳐진 힘에서 기인합니다.

당사는 투자자 여러분의 이민
절차를 완료하고 투자 수익을
거두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비타스를
믿고 맡겨주신 고객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비타스는 Daniel J. Healy와 Rafael Anchia가 2009 년에 공동 창립한 글로벌 대체 투자 관리기업이며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 본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bit.ly/CivitasStory 에 접속하여 당사의 창업 스토리인
“ 커피숍에서 원아츠 플라자까지(From a Coffee Ship to One Arts Plaza)”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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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 Dan He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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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그린 카드) 혜택

E B - 5 프 로 그램

개요
미국 정부의 EB-5 이민 투자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및 그들의 직계가족들에게 미국 영주권(그린카드)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리스크를 동반한'
(at risk) 투자는 투자자 개인당 최소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미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투자자 및 배우자, 그리고 모든 21세 이하 미혼 자녀는
미국 어느 지역이든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학 학비 인하

취업 승인

유연한 주거권 행사

외국인 학생 대비

미국 내 어디서나 취업 가능

미국 내 어디서나 거주 가능

여행객 특권

국적 취득
(귀화)으로 가는 길

비자 없이 자유롭게 미국
입출국 가능

사회 복지 제도 이용
가능
우리는 EB-5 프로그램의 조건을 당신이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의 이민 신분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투자 관련 세금 혜택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 전 개인 이민 변호사
및 재무와 세금 자문에게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문서는 어떤 증권, 투자 상품, 혹은 투자 자문
서비스를 사기 위한 제안의 권유나 팔기 위한 제안, 권유, 추천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제안은 자격을 갖춘
투자자들에게 기밀 사모 투자 제안서나 거래의 주요 조건들을 담은 다른 유효한 서류를 통해서만 이뤄집니다. 이
정보는 2020년 12월에 최종 업데이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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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 복지(Social Security)
시스템에 기여한 후 대가로 보충
소득 등 퇴직 후 혜택 수령

미국 시민권 취득 가능

갱신 필요 없음
10년에 한 번씩 그린 카드 교체
신청으로 충분

메디케어 이용 가능

영주권 취득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만
6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지원

미국 법률을 준수하는 한
영주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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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스톤

달라스 시 리저널
센터를 운영하기위해
달라스 시와 10년의
독 점 계약 체결

2009-10
시비타스에서
정식으로 자사
최초의 EB-5 펀드
출범

투자자들에게

8, 5 0 0만 달러
이상 원금
상환

복수의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 자본 상환
USCIS에서
시비타스의 첫
I-829 승인

USCIS에서
시비타스의
첫 I-526 승인

2011

2012-13
10 0 명 이상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첫 번째 시비타스
E B - 5 프로젝트
런칭
3개 도시가
시비타스를 독점
EB-5 파트너로 선정

2014

복수의 투자 상품에
I-829 승인 취득

2015

2016

2017
전사적으로 관리
대상 자산 10억 달러
초과*

달라스 남부
지역의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펀드
매니저로 지정ㅣ 첫
캘리포니아 및 뉴욕
투자 마감

EB-5 자본

6억 달러+

2018

2019
EB-5 캐피탈
7억 달러
이상 달성
IIUSA로부터 6번째
I-829 어워드 수상

달성

EB-5 자본 규모

5억 달러+
달성

* AUM에는 관리형 펀드와 자문 계약이 포함됩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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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LO Dallas South Side Hotel 프로젝트 뒷이야기
2011년에 시비타스와 11명의 EB-5 투자자는 1911에 지어진
이전 캐스킷 공장을 현대식 부티크 호텔로 탈바꿈 시키는
펀드에 550만 달러를 제공했습니다. 시비타스는 위험 조정
수익 강화를 위해 New Markets Tax Credits, Historic Tax
Credits, 연금 재단의 브릿지 대출을 포함한 유니크한 자본
구조를 이용했습니다.

시비타스

이력

100%
60+

완전히
마감된 펀드

EB-5 프로젝트
승인율

40+

100%

개국 기관 및 투자자
대상 서비스 제공

I-829
승인율

1,000+

I-526
승인

복수의 투자 상품으로 투자자 자본 상환
7억 억 달러 이상 EB-5 투자
시비타스, 2014년,
2015년과 2016년까지
3년 연속으로
“댈러스 초고속 성장 기업”
12위, 71위 및 57위에 선정

시비타스 캐피탈 그룹,
2017년 및
2018년 CONNECT 올해의
개발업체상 수상

D CEO지 2017년 금융 경영인
어워즈 최우수 혁신 금융팀
최종 후보

시비타스 그룹의 CEO인 Dan Healy
사장은 현재 미국의 비영리 EB-5
업계 무역 기구인 INVEST IN THE
USA(IIUSA) 산하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으며, 모범 사례 위원회
회장을 역임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시비타스 관련 I-829 청원서의 100% USCIS 승인은 현재 기준으로 USCIS가 완전하게 심사를 완료한 청원서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i)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청원서, (ii) 신청자가 자발적으로 취소한 청원서, (iii) 첫 심사 결과 이후 이의 제기 단계에 있는 청원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비타스 관련 청원서의 성공이 미래 케이스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과거 실적이 반드시 미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은 꼭 EB-5
펀드에 한정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2020년 12월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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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EB-5 거래
EL FENIX

ENCORE

$15,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30인
콜센터 및 부동산 투자 관련 포트폴리오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8,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7인

레스토랑 확장 및 리모델링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2010

ALTA MAPLE STATION

THE ALEXAN

OAKS TRINITY

$5,500,000달러 | 지분 투자자 11인

$11,500,000달러 | 지분 투자자 23인

$53,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07인

$5,000,000달러 | 지분 투자자 10인

76실 부티크 호텔 재개발 프로젝트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249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388가구 다가구 커뮤니티와 식당 공간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167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2010

2011

ZANG TRIANGLE

3700M

KPMG PLAZA

$8,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6인

$64,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28인

$65,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30인

260가구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387가구 주상복합개발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18층 LEED 인증 오피스 빌딩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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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VAS HOTEL DALLAS

2012

2013

RIVERA ON BROADWAY

$11,000,000달러 |

지분 투자자 22인

290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소재

2013

2014

2013

2013

ALTA YORKTOWN

FAIRFIELD INN & SUITES
BY MARRIOTT IN SOUTH TEXAS

$9,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8인

$5,000,000달러 | 지분 투자자 10인

226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메리어트 페어필드 3개 호텔
텍사스주 이글포드 셰일 지역 소재

2014

여기 묘사된 거래는 투자가 완료된 것입니다. 지난 실적이 반드시 미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은 꼭 EB-5
펀드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거래는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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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된 EB-5 거래
PASÉA HOTEL & SPA

HARVEST LOFTS

LAKEWEST & SIMPSON PLACE

ALOFT & ELEMENT
DALLAS LOVE FIELD BY MARRIOTT

$14,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29인

$10,000,000달러 |대출 투자자 20인

$10,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20인

$11,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23인

250실 고급 호텔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 소재

242가구 다가구 커뮤니티와 상가 공간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중저가 노인요양시설 2채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224실 듀얼 브랜드 스타우드 호텔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2014

2014

HUDSON EXCHANGE

ALTA STRAND

$26,500,000달러 |대출 투자자 53인

$5,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0인

$33,000,000달러 |대출 투자자 66인

$20,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40인

312가구 고급 노인주거 커뮤니티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메리어트 호텔103실 고급
올 스위트레지던시(장기 투숙)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A급 주상복합단지
뉴저지주 저지 시티 소재

400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2015

대출 투자자 13인

2015

RESIDENCE INN
DALLAS CANYONS HOTEL

2015

$6,500,000달러 |

메리어트 페어필드 2개 호텔
텍사스주 퍼미언 분지 지역

THE TRADITION AT LOVERS LANE

2014
14

2014

FAIRFIELD INN & SUITES
BY MARRIOTT IN WEST TEXAS

$3,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6인
94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2015

$18,500,000달러 |
$3,500,000달러 |

2015

HOTEL ALESSANDRA

1414 TEXAS DOWNTOWN

대출 투자자 37일
지분 투자자 7인

267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2015

28TWENTYEIGHT

$57,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15인
223객실 고급 라이프스타일 호텔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2015

여기 묘사된 거래는 투자가 완료된 것입니다. 지난 실적이 반드시 미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은 꼭 EB-5
펀드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거래는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2015
15

종결된 EB-5 거래
TRADEHOUSE AT
BULVERDE MARKETPLACE

THE BALDWIN AT ST. PAUL SQUARE

AC & RESIDENCE INN BY MARRIOTT
DALLAS BY THE GALLERIA

PRINTHOUSE

DELAWARE LOFTS

$11,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23인

$8,500,000달러 |대출 투자자 17인

$13,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27인

$5,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1인

$10,000,000달러 |대출 투자자 20인

330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소재

271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소재

256실 듀얼브랜드 메리어트 호텔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71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와 상가 공간
뉴욕주, 뉴로셀 소재

176가구 A급 마이크로 유닛 다가구 커뮤니티
콜로라도주 덴버 소재

2016

2016

2016

VICTOR PROSPER

SPRINGHILL SUITES BY MARRIOTT
& HOME2 SUITES BY HILTON

MERITAGE COMMONS

RACE STREET LOFTS

$13,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26인

$7,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4인

$20,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40인

216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메리어트 스프링힐 스위트 128객실,
힐튼 홈2 스위트 107객실
텍사스주 맥킨리 소재

기존 고수익 고급 리조트 145실 확장 프로젝트
캘리포니아주 나파 밸리 소재

$7,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5인
$4,000,000달러 | 지분 투자자 8인

2016
16

2016

2016

2016

CIRCA CENTRAL AVENUE

2017

대출 투자자 15인
지분 투자자 10인

227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애리조나주 피닉스 소재

2017

THE TRADITION-BUFFALO SPEEDWAY

189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7,500,000달러 |
$5,000,000달러 |

$29,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58인

321가구 고급 노인주거 커뮤니티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2017

ALTA EASTERLY

$9,5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19인
157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메사추세츠주 워풀 소재

2017

여기 묘사된 거래는 투자가 완료된 것입니다. 지난 실적이 반드시 미래 결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수상은 꼭 EB-5
펀드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거래는 2020년 2월 기준입니다.

2017
17

CLOSED EB-5 TRANSACTIONS
2021년 더 많은 프로젝트가
더해질 것입니다

540 WAVERLY

THE TRADITION-WOODWAY

$41,660,000달러 | 대출 투자자 75인

$11,000,000달러 | 대출 투자자 22인

314가구 고급 노인주거 커뮤니티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133가구 A급 다가구 커뮤니티
뉴욕주 뉴욕 소재

2018

2019

문화적 역량(CULTURAL
COMPETENCY)을 통한
가치 창출
2009년 설립 이후, 시비타스는 투자 파트너들과 출신 국가와
상관없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진정한 문화적 역량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미
전역에서 딜 사이즈와 구조, 타이밍 등 EB-5 투자자의 필요에
맞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성
제품과 같지 않은 틈새와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EB-5 투자 분야에 회사의 브랜드를 쌓은 원칙을 바탕으로
시비타스 캐피탈 그룹은 투자자 기반을 EB-5 투자를 통한
이민이 필요 없으면서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있는 패밀리
오피스와 기관, 재외국민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40개국 이상의 다양한 투자자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시비타스의 직원들은 총 10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시까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8

19

텍사스

캘리포니아

사례 연구

20

사례 연구

프로젝트: The Tradition at Lovers Lane
위치: 텍사스주 댈러스

프로젝트: Paséa Hotel & Spa
위치: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비치

개요

개요

The Tradition at Lovers Lane은 텍사스주
댈러스 심장에 위치한 312가구의 고급 노인주거
커뮤니티입니다. 시비타스는 프로젝트의 사업비
일부 자금을 대기 위해 53명의 투자자를 통해
2,650만 달러의 EB-5 메자닌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댈러스 중심부에서 가장 인기 많은 두 개 지역의
교차점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The
Tradition at Lovers Lane은 매력적인 가족
기반 환경을 바탕으로 최고급의 노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Pasea Hotel & Spa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외곽 남서쪽의 헌팅턴 비치에 위치한 250
실 규모의 고급 호텔입니다. 시비타스에서
투자자 29인으로부터 EB-5 메자닌 대출로
14,500,000달러를 모집하여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Pasea Hotel & Spa
는 Pacific Hospitality Group에서 소유 및 운영하는
네 개 고급 호텔 그룹인 Meritage Collection을
구성하는 브랜드입니다.

프로젝트: 3700M
위치: 텍사스주 댈러스

프로젝트: Meritage Commons
위치: 캘리포니아주 나파 밸리

개요

개요

3700M은 텍사스주 댈러스의 번화한 업타운
지역에 위치한 387가구 규모의 다가구
공동체 겸 상가와 레스토랑 건물입니다.
시비타스에서 투자자 128인으로부터 EB-5
메자닌 대출로 64,000,000달러를 모집하여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이
부동산의 개발을 맡은 Forest City(NYSE: FCE.A)
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이며 50여 년간 공개상장 기업으로
활약해 왔습니다.

Meritage Commons는 캘리포니아주의 유명한
와인 생산지인 나파 밸리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이름 높은 고급 리조트 Meritage Resort & Spa
기존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145실 규모의 확장
공사 프로젝트입니다. 시비타스에서 투자자 40
인으로부터 EB-5 메자닌 대출로
20,000,000달러를 모집하여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메리티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가까운 와인 생산지 리조트
중 한곳으로 웰니스 스파, 와인 시음실 및 야외
이벤트 공간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사례 연구는 시비타스 EB-5 자본 또는 그 계열사의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제시된 사례 연구는 시비타스 EB-5 자본 또는 그 계열사의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1

뉴저지

사례 연구
프로젝트: Hudson Exchange
위치: 뉴저지주 저지 시티
개요
개요 - Hudson Exchange 는 뉴저지주 저지 시티에
위치한 A급 주상복합단지로, 뉴욕주 맨해튼의 허드
슨강과 바로 마주보는 입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비타스에서 투자자 66인으로부터 EB-5 메자닌 대
출로 33,000,000달러를 모집하여 이 프로젝트의 자
금을 일부 지원했습니다. Hudson Exchange는 향
후 10년간 진행할 마스터 커뮤니티 건물의 첫 단계
로 Hudson Apartments 를 시공하는 마스터 개발 프
로젝트입니다. 이 부동산의 개발을 맡은 Forest City
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부동산 개발 전문기
업이며 50여 년간 공개상장 기업으로 활약해 왔습
니다. 2018년에 브룩필드 프라퍼티즈에 의해 인수
됐습니다.

뉴욕

사례 연구
프로젝트: Printhouse
위치: 뉴욕주 뉴로셸
개요

본문에 제시된 사례 연구는 시비타스 EB-5 자본 또는 그 계열사의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22

Printhouse는 뉴욕주 뉴로셸 지역에 소재한 71가구
A급 다가구 공동체 및 상가 프로젝트입니다. 시비
타스에서 투자자 11인으로부터 EB-5 메자닌 대출로
5,500,000달러를 모집하여 이 프로젝트의 자금을 일
부 지원했습니다. Printhouse에는 1층에 3,000제곱
피트의 상가 공간이 제공됩니다. 이 부동산의 개발
업체는 Megalith Capital Management와 East and
Hudson Real Estate입니다.

본문에 제시된 사례 연구는 시비타스 EB-5 자본 또는 그 계열사의
비즈니스를 종합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성과가 반드시
향후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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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타스 팀의 우월한 경쟁력
경쟁사와의 비교를 불허하 는 역량

자산 관리
“자산 관리 부서는 시공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개발업체에 자금을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현황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EB-5 리더십
“시비타스의 경쟁력은 미국 시장에 대한 심층적인 전문 지식과
국제적인 문화적 역량이 한데 합쳐진 힘에서 기인합니다. 당사는
2009년 이래로 40여 개국 출신 투자자를 고객으로 모시며 EB-5
프로그램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프로젝트 시공이 시작되면 매월 한 번씩 개발업체로부터 인출 요청서가 접수됩니다.
여기에는 영수증과 청구서 형태로 지출 증빙 자료가 첨부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인출 요청서 전체를 검토하여 자금이 원래 예산에 맞게 지출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금을 내어주기 전에 반드시 약속한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며, 이 과정은 독립적인 검사업체에 의뢰합니다. 또한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시공 관련 경비 지출 내역과 여타 관련
지표를 꼼꼼히 모니터링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투자자 고객들에게 시공
진행 상황, 일자리 창출 현황 및 여타 관련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발송합니다.

당사는 EB-5 업계에서 의문의 여지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선두 주자입니다. 당사는 10년간 투자자들을
도와 미국 영주권 취득을 향한 EB-5 프로젝트 진행을 지원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비타스는 EB-5 개혁, 통합 수단 및 업계 모범 사례 구축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를 주도하며
EB-5 업계 전체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데 이바지해왔습니다.

틸리 보처스
상 무 이 사, 자 산 관 리

조나단 컨
프 레 지던 트 겸 C I O ( 최 고 투 자 책임 자)

투자

투자 관계

“시비타스 투자 위원회는 부동산과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자의 경험에서 얻은
전문 지식을 한데 모아 선순환(Up cycle)과 악순환
(Down cycle) 양쪽을 모두 관리하는 법을 잘 파악하는
것이 강점입니다.”

“시비타스는 고객 여러분께 투자 상품의 최신 현황을
알려드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담당팀이 고객의
투자상품을 관리하고 EB-5 범위를 훨씬 벗어나는 관계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죠.”

당사는 심층적인 탐구를 통해 타사에서 간과하는 전략을 포착하고, 최고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고객을 위해 유망하고 수준 높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루빅 파텔

시비타스는 EB-5 성공을 근간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면서, 대체 투자 부서를 통해 미국
내 부동산과 숙박업 부문에서 차별화된 틈새 투자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60개 이상의 투자를 통해 12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자산을 관리 중입니다. 당사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가족을 위한 재정적 목표를 이루도록 지원합니다.

라파엘 안치아
공 동 설립자 & 상무 이사

이 사, 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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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안치아, 시비타스 캐피탈 그룹 공동
창업주 겸 상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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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타스는 투자자들이
무조건적인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투자 수익을 상환받도록
돕는다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한 몇 안
되는 EB-5 리저널 센터 관리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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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 및 이민 절차

투자 상품 평가 및 자금원
준비
1. 시비타스 설문지 작성
2. 프로젝트 법무 서류 검토
3. 이민 변호사와 협의하여
자금원 준비

투자

이민 절차 시작
FORM I-526 PETITION 준비

시비타스에서 자본 수령을
확인하고 영수증 발부

투자자의 변호사가
USCIS(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 이민국,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에
제출할 FORM I-5262 Petition
(조건해제 청원서) 준비

투자 기간 :
자금을 수령하고 서류를 작성,
결재하면 해당 개인 투자자의
자본은 손실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자금은 선택한 펀드에
대하여 정립된 약관에 따라 투자
상태로 유지됩니다

30.5-50개월*

용어
1 - “투자 기간 (INVESTMENT PERIOD)”이란 투자자의 자본이 상업
기업에 투자된 상태로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2 - “FORM I-526”이란 외국인 기업가의 이민 신청서(Immigration Petition
by Alien Entrepreneur)인 Form I-526 양식을 말합니다. 이 제출 서류는
USCIS에 EB-5 프로그램 규정에 의거하여 이민자 신분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제출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투자자 본인,
투자자의 배우자 및 투자자의 만 21세 미만 미혼 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orm I-526 Petition은 투자자의 이민 변호사가 투자자 본인을
대신하여 제출하며, 여기에는 EB-5 규정을 준수하는 프로젝트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본을 투자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포함합니다.
3 - “영주권 (PERMANENT RESIDENT CARD)”이란 USCIS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미국 국내에서 거주 및 취업/근로할 허가를 얻은 주민임을
나타내는 증빙 서류입니다. 이 영주권을 일명 “그린 카드(Green Card)”라고도
하며, 이것은 Form I-829 Petition(조건해제 청원서)이
승인될 때까지 조건부 상태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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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 I-526
PETITION 제출
투자자의 변호사가
USCIS에 I-526
Petition 제출

FORM I-526
PETITION 판결
(USCIS에서 결정)
USCIS에서 투자자의
변호사에게 자국의 결
정 내용 통보

*아래 문구를 읽어주십시오. 일부 국가에 대한 EB-5 비자의 발급 후퇴
(retrogression) 조치로 인해 처리 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민 비자 또는 신분 조정
투자자의 변호사가 이민
비자 또는 신분 조정(AOS)
신청 서류 제출

투자자
영주권 취득

USCIS에서 FORM I-829 PETITION 검토

조건부 영주권자 기간

법적 서류 작성, 이행 및 자본 송금

1

조건부 영주권
기간 만료

FORM I-829 PETITION 제출
(조건 해제)
그린 카드 만료일보다 90일 전에
투자자의 변호사가 FORM I-8294
제출

그린 카드 만료 90일 전

준비

조건부
영주권3 발급

24개월

33-59개월

7.3-11.1년

4 - “FORM I-829”란 영주권에서 조건을 해제하기 위한 외국인 기업가의
청원서(Petition by Entrepreneur to Remove Conditions on Permanent
Resident Status)인 Form I-829 양식을 일컫습니다. 이 제출 서류는 USCIS에
본인의 영주권 상태에 적용된 조건을 해제하고 자격을 갖춘 본인 피부양자의
영주권에 적용되는 조건을 해제하기 위해 청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제출합니다. Form I-829 Petition은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이민
변호사가 제출하며, 여기에는 해당 투자자가 투자자의 Form I-526 Petition
에 설명한 것과 같이 EB-5 프로그램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인물이라는 증빙
자료를 포함합니다.
5 - “지속 기간 (SUSTAINMENT PERIOD)”이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리스크가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은 그린 카드에 기재된 “발급 일자(resident since)” 날짜부터 시작하여 2
년 후 그린 카드에 기재된 “만료(expires)” 날짜까지입니다.

USCIS에서 투자자에게 합법적 이민자
신분을 연장하는 서신 발송 지속
기간5이 끝나야만 투자자에게 직접투자금
환수 자격이 부여됨.

USCIS 결정 (I-829 판결)
Form I-829 Petition이 승인되면
영주권 조건이 해제되고 영구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참고: 2020년 12월 개정 * EB-5 처리 시간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용일 뿐입니다. 이 문서의 이런 목적을 위해 지난 13개월 동안 I-526과 I-829 승인을 받은 시비타스 투자자의 평균
처리 기간을 계산했습니다. EB-5 이민 절차를 완료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시간은 선택한 투자 상품의 종류, 개인별 사례 및 기타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때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홍콩과 대만 제외) 국적의 잠재적 투자자의 경우, 미국 국무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중국인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 비자 신청자의 비자 제공
마감일을 정하여 위에 개괄적으로 소개한 절차 중 특히 [3] 단계에서 오랜 시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비자 업무가 밀려 있기 때문에 USCIS에서
중국인 투자자의 Form I-526 Petition을 승인하고 EB-5 비자가 발급되어 해당 투자가가 이민 비자를 확보하고 미국 내에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미국 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의 이민 비자 처리 업무를 통하거나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AOS) 신청 절차를 통함). 비자 업무가 밀린 탓에 관련 EB-5 투자 기간을 연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 가능한(그러나 보장할 수는 없는) 투자 수익상환도 늦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사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논의 및 비자
업무 처리가 밀려서 발생하는 타격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담당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정보는 관련 모집계획서(PPM) 및 가입 동의서를 검토하여 주십시오.
본 문서는 관할 사법권과 관계없이 각종 증권의 매입 또는 판매 제안이나 요청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러한 제안 또는 요청을 하면 법에 저촉되는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 제안 또는 요청이라는 면에서, 그와 같은 제안 또는 요청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문에 제공된 정보와 의견은 정보 제공용일 뿐이며 여기에
포함된 관점, 추산 및 정보 등을 제공한 출처는 정확할 수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모든 정보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EB-5 프로그램의 조건을 당신이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의 이민 신분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투자 관련 세금 혜택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참여 전 개인 이민 변호사 및 재무와 세금 자문에게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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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EB-5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수수료는 얼마나 지불해야
하나요?

그린 카드를 받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미국 연방 정부에서 정한 당신의 투자 원금
 시비타스 관리 운용 수수료
 이민 변호사 선임료
 USCIS 서류 접수 수수료(비용은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름)
 세금 자문, 번역 등 기타 전문가 서비스 이용료

아니요, EB-5 비자는 미국 내 어디서든 자유롭게 주거, 근로 및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린 카드(합법적인 미국 영주권)를 받으면 자동으로 미국의 납세 대상인 ‘
주민’이 됩니다. 미국 주민은 어디에서 소득을 올렸든 관계없이 미국 정부
산하 국세청(IRS)에 소득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012년 이후로는 해외
금융 자산에 대한 몇몇 정보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린 카드만 받으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나요?

투자자 1인당 변호사 선임료, 서류 접수 수수료 및 당사 관리 운용 수수료를
포함해 약 600,000달러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린 카드를 받아 최종적으로 투자금을 환수할 때까지 포함해
전 과정을 마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시비타스 투자 상품은 EB-5 프로그램의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동시에
개발업체에 적절한 유형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기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 요인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서로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투자자의 출신 국가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비타스는 원칙적으로 투자 상품을 기획할 때 약 5~7년의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투자 기간이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사실상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B-5 프 로 그 램 에 따 라 이 민 투 자 자 ( “ 주 신 청 인 ” ) 의 적 격 피 부 양 자 ,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와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 주 신청자의 적격
투자를 근거로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궁극적으로는 I-829
Petition(조건해제 청원서)을 승인받아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이 해제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에 손실 리스크가 있나요?

EB-5 투자 상품은 모두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상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투자 상품이라도 EB-5 투자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손실 리스크가 없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리스크가 있다”
는 말은 대개 일반적인 비즈니스 및 금융 리스크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외에도 기업체에서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 상품도 100%
수익을 보장할 수는 없지만 시비타스 투자 상품은 가능한 한 최대한 고객의
리스크를 최소한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특별히 고안된 구조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및 기타 리스크를 각 투자 상품에 함께 제공하는 관련 문서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투자 자금을 친구, 친척에게서 받거나 대출로 충당해도
되나요?
예. 부모나 가족 구성원이 친인척에게 자금을 증여하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투자자가 본인 소유의 자금을 투자할 때와 마찬가지로 엄정한
수준의 심사를 거칩니다. 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해야 하며, 대출
담보로 투자자 본인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대출을 개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비즈니스 자기 자본으로 보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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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곳과 같은 지역의 EB-5 프로젝트에만 투자할
수 있나요?

조건부 영주권(그린 카드)을 받은 뒤 미국에 얼마나 자주 가야
하나요?

새로 바뀐 규정에 따르면 3개월에 한 번씩은 미국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린 카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미국 외의 타지에
머무를 계획인 경우,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미국 이민국(USCIS)에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보통 발급일을 기준으로 2
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허가서가 발급된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 기간보다
오랫동안 미국 국외에 머무를 예정인 경우, 미국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B-5 일자리 창출 요구사항이란 무엇인가요?

EB-5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각 투자자가 자금을 투자한 결과로
미국에 신규 정규직 일자리를 10개 이상 창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직간접적인 형태가 모두 용인됩니다. 직접적
일자리는 기존의 고용주/피고용인 형태를 일컫습니다. 시비타스의 EB-5 투자
모델은 간접적, 유도된 일자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일자리는
직접적으로 고용된 직원이 새로 벌어들인 수익을 경제 구조 내에서 지출하면서
그 결과로 생기는 일자리, 또는 시공비 지출과 같이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시비타스에서는 제3의
경제학자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여 각 프로젝트에서 모든 형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 및 검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최소 5년 이상 거주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비타스 프로젝트는 어디에 위치하나요?
시비타스는 지난 십 년간 본거지 도시인 댈러스의 경계를 벗어나 미국 서부
및 동부 해안은 물론 그 사이의 모든 시장을 아우르는 수준으로 투자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당사는 미국 전역의 대규모 시장 지역 대부분에서 EB-5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결된 EB-5 거래의 전체
목록은 본 브로슈어의 12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비타스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받습니까? 언제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까?

시비타스 투자 상품은 EB-5 프로그램의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동시에
개발업체에 적절한 유형의 자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각기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 요인이 개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서로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투자자의 출신 국가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비타스는 원칙적으로 투자 상품을 기획할 때 약 5~7년의 투자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투자 기간이 이보다 길어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사실상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투자와 연관된
모든 위험과 함께 투자 기간을 알아보기 위해 최종적인 제안 문서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비타스 사무실과
귀사에서 관리하는 EB-5
프로젝트 현장에 직접
방문해보아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사실 직접 방문하시는 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투자를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고객 여러분은 EB-5
파트너와 그들이 담당하는 프로젝트 양쪽 모두에
실사를 실시하여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비타스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시내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세계 어느 곳이든
고객이 편한 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출장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국에서 직접 대면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거나 미국 내 사무실/
프로젝트 투어를 경험할 의향이 있으시면 이메일
ir@civitascapita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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