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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credible partner
for the real estate investment.

이제,
쉽고 안전하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세요.

빌드블록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 플랫폼을 만듭니다.

PART 1 1. 빌드블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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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빌드블록입니다.

빌드블록의
미국 부동산 투자는

미국에 가지 않고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싶으신가요?
외환 위기에 대비하여 달러 자산에 투자하려 하시나요?

막막한 미국 부동산 투자,
빌드블록과 함께 쉽고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

고객님과 소통하는 한국법인, 고객이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용하는 미국법인이 협업하여 
더욱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투자 부동산 자산,
빌드블록이 제공하는 온라인 운용 관리 솔루션을 통해 
바로 눈앞 모니터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미국 부동산 투자. 30가지가 넘는 신고 서류들을
빌드블록이 하나씩 짚고 해결해드립니다.

수익 가능성이 높은 미국 현지 부동산 소개와
현지 투자법인 설립 및 회계, 세무, 금융 업무 지원.
고객의 목적에 최적화된 투자 프로세스를 제공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가깝습니다.

쉽습니다.

정확합니다.

ACCURATE

EASY

PROXIMATE

CREDIBLE

5

PART 1 1. 빌드블록 소개



빌드블록 서비스 하나

미국 부동산 투자 플랫폼

  

  

한국 고객을 위한
미국 부동산 투자 파트너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업무 해결

1) 고객의 니즈에 맞는 미국 투자 상품 기획
    - 리스크 분산을 위한 장기 투자
    - 단기 수익 창출을 위한 공격형 투자 
2)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IM 자료 제공
3) 투자 후 지속적인 미국 현지 사후관리

1) 미국 현지의 LLC(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운용
2)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송금
3) 투자 후 사후관리보고서 작성
4) 한국과 미국의 회계, 세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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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블록 서비스 둘

미국 부동산 운용 관리 솔루션

  

  

미국 현지에서
부동산 관리팀 직접 운용

온라인 운용 관리 솔루션을 통한
부동산 관리

1) 주택 신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현지 공사팀 운용
2) Flip, ADU와 같은 투자 수익 극대화 전략 제시
3) 전문적인 부동산 시설 관리

1) 한 눈에 확인 가능한 부동산 자산
2) 간편한 임대 현황과 수익 관리
3) 현금 흐름 파악 및 원하는 시기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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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CURAT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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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장기 투자 유형으로,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미래 시세차익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 유형 하나

장기 투자

재산세 (Property	Tax)

연간 주택 유지비

공과금 (Utility	Cost)

보험 (Homeowners	Insurance)

관리비 (Maintenance	Cost)

냉/난방 관리 (HVAC Repair)

하수 청소 (Gutter Cleaning)

집 청소 (House Cleaning)

잔디 관리 (Lawn Care)

카펫 관리 (Carpet Care)

수압 청소 (Pressure Washing)

총 비용 / 월 평균

$4,320

$2,940

$3,232

$3,400

$13,892 / $1,158

미국 집값은 주요 경제 불황 시기를 제외하곤 꾸준하게 상승해왔습니다. 또한 투자 수익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종류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집값은 미국 전체의 평균보다 높고, 그중 LA
는 평균 집값과 물가 모두 비싼 편에 속합니다.

LA는 캘리포니아주 도시 중 인구가 가장 많아(3.9백만) 주택 수요가 높지만, 그에 비해 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여 
항상 주택난에 시달리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장기 부동산 투자를 통해 꾸준하고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임대수익은 지역과 매물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매물 가격의 5% 정도를 연 임대수익으로 가정합니다.

※ HOA(Homeowner Association)
•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 간의 협의
• 유지 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해결
• 월 $200~300 수준

연간 임대수익과 주택 유지비 예시 - LA

60만 달러 부동산(연 임대수익 3만 달러)에 투자한다면?

1. 캘리포니아주의 재산세는 주,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평균 주택 감정가의 1%~1.3% 수준

2. 어바인과 같은 신도시는 멜로루스세(Mello Roos Tax,    
    최대 2%)라는 지역세를 추가 납부

3. 주택 관리는 소유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HOA에 가입하여 공동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	California	Association	of	Realtors

※	출처:	미국 부동산 플랫폼	Zillow	연구소

※ 주택 감정가와 실거래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역별 평균 집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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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인 공격적 투자 유형으로,
Flip, ADU와 같은 Value-Add 전략을 활용하여 단기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 유형 둘

단기 투자

FLIP이란?

ADU란?

Flip이란 노후하여 가치가 하락한 주택을 구입하고,
공사 후 재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부동산 투자 방식입니다. 

1. 정확한 수익성 분석으로 투자 목적에 맞는 부동산 결정
2.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발 공사
3.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각

ADU(Accessory Dwelling Units)란 차고, 마당에 보조 주거 공간을 확장하거나 새로 지어,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부동산 투자 방식입니다.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만 특수하게 허용하는 증축 방식으로, 주로 임대를 두어 렌트 수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ADU 확장이 가능한지 규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시 시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0%   수익

10%   부대 비용

10%   공사 비용

70%   주택 구매 비용

Flip이 가능한 미국의 부동산 문화

1) 부동산 위치로 가격을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주택의 상태와 
    인테리어도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2) 한국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와는 달리 건축년도가 100년 내외인 
    '목조 주택' 문화, 손상되거나 노후한 정도가 심한 부동산일수록
    높은 수익률 기대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빌드블록의 단기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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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지가 넘는 신고 서류부터 복잡한 미국 부동산 구매 과정, 어려운 세금 보고까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한 미국 부동산 투자를 빌드블록이 하나씩 짚고 해결해드립니다.
막막한 미국 부동산 투자, 빌드블록과 함께 쉽고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빌드블록을 통한
투자 과정

1. 투자 시작

4. 공사 

2. LLC 설립 & 송금

5. 부동산 판매

3. 부동산 구매

6. 수익 분배 & 보고

• 빌드블록 서비스 계약

• 공사 계약

• 공사 진행 및 관리

• 준공 확인

고객의 업무

• 미국 현지의 LLC(특수목적법인) 설립 • 투자 부동산 결정

• 투자 수익 분배

•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미국)

• 구매 의향서(Offer) 수합

• 부동산 계약

• 연간사업실적보고(한국 수출입은행)

• 미국 세금보고(IRS)

• 한국으로 수익 회수

• 한국 세금보고(국세청)

• 부동산 판매 공고(Listing)

• Showing & Open House

• 구매 의향서(Offer) 전달

• 투자 결산 보고서 작성

•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송금  
(한국 시중은행)

• 해외증권취득 사후보고 
(한국 시중은행)

• 판매 에스크로(Escrow)

• 투자 결산

• 구매 에스크로(Escrow)

• 서비스 계약금 납입

• 잔금 이체 및 등기(Title)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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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동산
구매 과정과 특징

1. 싱글패밀리 하우스 / 단독주택  Single Family House

2. 타운하우스  Town House

3. 콘도 / 다세대 주택  Condo

4. 아파트먼트 / 다가구 주택  Apartment

• 옆 벽면이 이웃과 떨어져 있는 1~2층 규모의 단독주택
•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선호

• 옆 벽면이 이웃과 붙어 있는 2~3층 규모의 단독주택
• 1층의 일부는 차고로 사용하고 주 생활공간은 2, 3층에 배치

• 한국의 아파트와 같은 주거 형태
• 대부분 1~2인 가구
• 각 세대별로 주인이 다른 다세대 주택의 형태

• 이름은 '아파트'지만 한국의 아파트와는 다른 주거 형태
• 선호도가 가장 낮은 주거 형태
• 건물 전체의 주인이 한 명이며, 입주자는 렌트로 들어오는 다가구 주택

미국의 주거 형태 및 특징

미국 부동산 구매 과정

 1.

3.

7.

6.

 2.

4.

5.

 융자
알아보기

 구매의향서
전달

 에스크로 
종료

 등기
획득

 집 매물
확인

에스크로
개설

융자
최종 확인

주택 구매 비용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한
경우,	구매할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신청

부동산 중개업자(Realtor)를 통해 희망하는	
주택 가격을 포함한 구매의향서(Offer)를
작성하여	Seller에게 전달

일반적으로 에스크로가 열려 있는	30일 동안	
시설 점검 및 수리,	금액 조정,	융자 승인과 소
유권 이전 등의 과정 진행

주택 소유권 변경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고,
등기(Title)를 획득하면 주택 구매 완료

Zillow,	Redfin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매물 탐색,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획득

에스크로(Escrow)	회사가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매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대행

융자 신청이 승인되면 금융기관은	
융자 금액을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
구매자는 잔금을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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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투자 법인 설립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마치면 미국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신고 없이 투자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금액에 따라 검찰통보, 과태료, 거래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은 극대화하고 위험은 최소화하기 위해 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라는 고객 소유의 미국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합니다. 해당 투자 법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매각 후 수익까지 관리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

투자를 위한 LLC(특수목적법인) 설립

[ LLC의 이점 ]  C-Corp vs. LLC

1)	이중과세(Double	Taxation)	:	법인의 수익에 대한 세금과 각 주주들의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

•		LLC는	C-Corp과는 달리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총무를 지명하는 등 형식적인 경영구조(Management	Structure)를 갖추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반 준수사항이	
있는	C-Corp에 비해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적음

•		Pass	Through	Taxes	:	LLC	회원(Member)의 소득과 회사의 소득이 분리되어,	회사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LLCC-Corp

O

X

O

O

O

O

O

O

X

X

유한 책임 (Limited	Liability	Protection)

유연한 매니지먼트 (Flexible	Management)

등록세 (Registration	Fee)

법인세 (Corporation	Tax)

이중과세1) (Double	Taxation)

개인 투자

신고 •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	
(2년 이하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 총재 앞,	
2년 이상 주거 목적 혹은 이외의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 앞 신고)

•	 해외금융사 예치 시 신고1)

•	 사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

1)	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	 자금출처증명 불필요 •	 자금출처증명 필요(증여세 해당여부 증명)

•	 최초 부동산 신고 이후에도	
취득보고(송금 후	3개월 이내),	수시보고(2년마
다),	처분보고(3개월 이내)	제출

•	 등록 후 외화증권취득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보고

증명

보고

법인 투자

[ 법인 투자 vs. 개인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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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예시 ]  $50,000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1)	202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인세(21%)	기준으로 계산
2)	미국의 개인소득세(연방,	주)는 수익 구간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	2020년 기준으로 계산

※	위 예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제시된 수치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LLCC-Corp

발생 수익 (Taxable	Income) $50,000

$10,500

$4,542

$1,205

$33,753

$50,000

(None)

$6,790

$1,920

$41,290

법인세1) (Corporation	Tax)

연방 개인소득세2) (Federal	Income	Tax)

주 개인소득세2) (State	Income	Tax)

최종 투자 수익

미국과 한국의 세금

미국 세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미국 내에서 투자를 진행할 경우, 30%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빌드블록은 높은 
원천징수세를 감면받아 개인소득세(미국)와 종합소득세(한국)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
류를 작성합니다.

미 국

한 국 종합소득세

개인소득세

LLC 비용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	한국에서 종합신고소득의 일부로 계산하여 신고

수익 구간에 따라 다른 비율로 적용되며,	연방(Federal)과 주(State)에 신고 필요

LLC	등록 및 유지에 대한 비용(세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1031 Exchange 한미 조세조약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당장 내지 않고 45일 안에 다른 투자 상품을 계약해서 
6개월 안에 즉시 클로징하는 경우 세금 납부 연기(defer)

'한미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금보고 시 
'해외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

빌드블록은 현지 회계법인과 긴밀히 협업하여 아래 조건/조항을 파악,
고객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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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례 및 고객 후기

단기 투자(Flip) 사례   Bridge St, LA

장기 투자 사례   S Park Victoria Dr, San Francisco

실제 투자 금액

투자 기간

투자 기간

공사항목

부동산 가치 상승

임대수익 상승

$100,000

2019.7 ~ (운용중)

6개월

$3,600  $5,400

$275,000  $565,000

방 3개 화장실 2개  
 방 4개 화장실 3개

멀리 있는 미국 부동산 투자가
막막하기만 했는데 빌드블록을 만나서

정말 편하게 투자합니다.
덕분에 제가 멀리 한국에서도 안심하고 편히 있어요.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 상승을 고려하여
공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설계해주셨어요. 

덕분에 방 3개, 화장실 2개였던 집이
합법적인 구획 변경으로 방 4개, 화장실 3개가 되었어요.

Bridge St, LA 부동산에 투자한 고객

S Park Victoria Dr, San Francisco 부동산에 투자한 고객

BEFORE

BEFORE

AFTER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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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블록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투자 사례를 확인하세요.

빌드블록 유튜브 채널에서
생생한 투자 영상을 확인하세요.

buildblock.io

youtube.com/build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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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SY
          INVESTMENT

쉬운 미국 부동산 투자



PART 3

6. 연혁

7. 빌드블록 법인

8. 자주 묻는 질문

9. 문의사항

10. 빌드블록 파트너

THE EASY
          INVESTMENT



2020 - 1Q

2020 - 2Q

2020 - 3Q

2019 - 2Q

2019 - 4Q

2019 - 1Q

2018 - 1Q

2018 - 3Q

2019 - 3Q

SEED 투자 유치

Pre-A 투자 유치

서울 핀테크랩 지원사업 선정

신한은행 아메리카 업무협약 체결

스탠포드 대학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Stanford Venture Studio 선정

IGIS TechUP+ 선정

UC버클리 경영대학원 2019 Launch 투자 프로그램 선정

빌드블록 미국 법인 설립

미래창조과학부 KIC 지원사업 선정

빌드블록 한국 법인 설립

버클리 스카이덱(Berkeley Skydeck)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선발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서울산업진흥원 SBA 우수기업 선정

신한 퓨처스랩 실리콘밸리 기업 선정

퓨처플레이, 두나무엔파트너스, 신한캐피탈, 프라이머사제

하나벤처스

이지스 자산운용, 퓨처플레이

UC버클리 2019년 Launchathon 창업가 경진대회 1등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소재

서울 여의도 소재

신한 금융그룹

연혁

PART 3 6.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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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빌드블록 Build Block Inc.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3003 North 1st Street, San Jose, CA

고객 지원 투자 부동산 상품 기획

투자 운용 솔루션 개발 및 제공
건설 · 부동산 관리팀 운용

고객 투자 LLC 관리

• 고객 상담 및 계약
• 해외직접투자신고 및 사후관리
• 한국 시중은행과 협력

• 매주 약 50건의 부동산 매물 검토
• 투자 수익률 분석 및 상품 기획

• 투자의 투명성과 고객의 편의를 위해  
각종 솔루션 개발 & 제공

• Flip, ADU 등의 공사 진행 및 관리
• 현지 하청업체 공정 및 회계 관리(약 70여명)
• 투자 부동산 시설 관리

• 고객의 LLC 매니저로서,  
금융/회계/세무/법률 업무 지원

• 신한은행 아메리카와 협력 

한국 지사   서울, 여의도 미국 본사   캘리포니아

빌드블록 법인

PART 3 7. 빌드블록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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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Q2.

Q3.

Q4.

투자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나요?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금을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소 투자 금액은 얼마인가요?

투자 후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요?

A1.

A2.

A3.

A4.

빌드블록은 개인 자산가들이 미국 부동산에 직접 투
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은 빌드블록
과의 상담을 통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지 결정합니
다. 고객 명의의 미국 현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
고, 해당 특수목적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뤄집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 5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송금
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고객
의 주거래은행과 협력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투
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투자 금액을 송금합니다. 
복잡한 신고 절차와 서류는 빌드블록이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빌드블록은 미국 부동산 투자의 문턱을 개인으로 확
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인 
자산가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의 주택 담보
대출을 연결해드리고, 여러 명의 고객이 하나의 부동
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합작투자법인 설립을 도와드리
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은 부동산 상품에 따라 다르지
만, 평균 30만 달러(한화 3.5억 원) 정도입니다.

빌드블록은 고객과 소통하는 한국 지사와 부동산을 
운용하는 미국 본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구매, 투자한 부동산은 빌드블록의 미국 본사(Build 
Block Inc.)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미국 본사에서는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직

자주 묻는 질문

PART 3 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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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Q6.

투자금은 누가 관리하나요?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A5.

A6.

빌드블록은 고객의 미국 부동산 직접투자 과정을 도
울 뿐, 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습
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고객은 본인 명의의 LLC(특수
목적법인)를 설립하고, 해당 법인 계좌로 직접 투자
금을 송금합니다. 투자 금액을 빌드블록 계좌에 송금
하는 일은 없습니다.
빌드블록은 고객의 요청에 맞춰 LLC의 매니저로 활
동하며, 고객과 계약된 내용에 따라 투자 금액을 운
용합니다. 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언제든지 LLC 
법인 계좌의 현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면 미국 국세
청 IRS와 한국 국세청에 세금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
니다. 이 경우 ‘한미 이중과세 방지조약’에 따른 ‘해외
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한국
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빌드블록은 삼정 KPMG, 안진 Deloitte와 계약을 
맺고 ‘한국 거주자의 미국 투자법인(LLC)을 이용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세무 이슈를 파악하여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영 공사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관리부터 리
모델링과 유지 보수, 더 나아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Flip, ADU 공사 등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PART 3 8.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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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문의

02) 782 - 1885

다양한 투자 부동산 정보

유튜브 채널 [빌드블록]

이메일 문의

help@buildblock.io

미국 부동산 최신 뉴스와 정보

네이버 카페 [빌드블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문의

[빌드블록] 검색

2주마다 올라오는 미국 부동산 리포트

카카오톡 [빌드블록]

자유롭게
문의하세요.

미국 부동산시장 소식도
놓치지 마세요.

PART 3 9.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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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ners



buildblock.io
02-782-188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3003	North	1st	Street,	San	Jose,	CA

홈페이지
문의전화

한국 지사
미국 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