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미국부동산 투자파트너

빌드블록

안녕하세요,
빌드블록입니다.

“

외환 위기에 대비하여
달러자산에
투자하고 싶어요

빌드블록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 투자플랫폼을 만듭니다.
빌드블록 소개 영상 클릭!

규제에서 자유로운
미국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얻고 싶어요

미국에 가지 않고도
투자·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원해요

”

막막하고 불안한
미국 부동산 투자
빌드블록과 함께.

부동산
투자상품 결정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송금

임차인 관리
(임대수익)

미국부동산
투자과정

빌드블록과
투자 상담

투자용
특수목적법인
설립 (미국)

부동산
매입 및 공사

매각 및
수익회수

정확한
미국부동산 투자

서비스소개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까?

FLIP이란?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투자 목적과 규모에 맞는 미국 부동산 투
자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Flip은 노후되어 가치가 하락한 집을 구입하고, 공사 후 재판매하여 수익
을 얻는 부동산 투자 방식입니다. 적절한 플리핑 매물을 찾는 것부터 공
사 예산과 스케줄, 각종 금융업무와 인허가 업무까지, 모든 업무가 빈틈

장기투자

3년 이상 투자하여 꾸준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없이 이뤄져야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투자

단기투자

Flip, ADU와 같이 1년 이내의 구매, 개발 공사, 매각이

ADU란?

이뤄지는 공격적인 투자
ADU(Accessory Dwelling Units)은 차고, 마당에 집을 확장하거나 새로 지
어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부동산 투자 방식입니다. 사전에 ADU 공사
가 가능한지 규제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고, 시정부의 인허가 절차 또한 필
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미국부동산 투자

서비스소개

공사에서 운용까지 직접
공사중

고객님과 소통하는 한국법인, 고객이 투자한 부동산을 직접
운용하는 미국법인(Build Block Inc.)이 함께 일하고 있어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빌드블록 직영 공사팀이 Flip, ADU와 같이 높은 수익률의 투자 방식도
확실하게 수행합니다.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다면? 클릭!

공사완료

쉬운
미국부동산 투자
어렵고 복잡한 업무는 빌드블록이

서비스소개

투자자는 쉽고 안전하게

투자 매물 소개
투자 결정

투자 결정

투자 구조 설계
현지 투자 법인 설립

현지 은행 계좌 설정
해외 직접투자 신고
투자액 해외 송금

투자액 해외 송금

부동산 매입 (에스크로)

리모델링, Flip, ADU 공사계획 및 관리
장기 운용 관리 (임차인 입주, 유지보수, 임대수익)
임대수익 관리
투자 사후 보고서 (증권취득보고서) 제출

월간 세무보고 (미국)
연간 사업실적보고서 (미국, 한국, 수출입은행)

30가지가 넘는 신고서류들,

부동산 매각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부터

현지투자법인 청산

해야 할지 막막한 해외부동산

수익 회수

수익 회수

해결해드립니다.

현지 소득세 보고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소득세 보고

투자 빌드블록이 하나씩 짚고

종합소득세 보고

편리한
미국부동산 투자
놓치기 쉬운 계약사항도 편리하게
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 사항들을 편리하게 전달하고 서
명할 수 있습니다.
투자 법인, 현지 에이전시, 은행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빌드블록 플
랫폼 안에서 필요한 계약 사항을 전달하고 서명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절차의 복잡성을 최
소화하고, 분쟁의 발생가능성 또한 줄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소개

가까운
미국부동산 투자

서비스소개

부동산 운용솔루션으로 더욱 가깝게
빌드블록만의 부동산 운용솔루션을 통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투자 부동산을 바로 눈앞 모니터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현금의 흐름을 확인하고,
언제든지 수익화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통합 관리, 월세 납입 관리, 거래내역, 세입자와의 소통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실현하세요.

투자 사례
Flip 사례

BEFORE

AFTER

BEFORE

AFTER

1511 Br**** St, 로스앤젤레스 지역
실투자금액

10만 달러

투자기간

6개월

부동산 가치 상승

28만 달러  56.5만 달러
(판매계약)

장기 투자 사례
216 S Vi****, 샌프란시스코 지역
투자기간

2019.7 ~ (운용중)

공사 항목

방 3개 화장실 2개
 방 4개 화장실 3개

임대수익 상승

3,600달러  5,400달러

투자자 후기
Flip 사례
210, Be****, 로스앤젤레스 지역
실투자금액

32만 달러

투자기간

7개월

부동산 가치 상승

85만 달러  150만 달러
(판매계약)

“

멀리 있는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정말 막막하기만 했는데
빌드블록을 만나서 너무 편하게 투자합니다. '손 안 대고
코풀기'라는 올드한 표현이 떠오르네요. 덕분에 제가 멀리
한국에서도 안심하고 편히 있어요.
210, Be****, 로스앤젤레스 부동산 투자자

”

장기 투자 사례
216 S, Vi****, 샌프란시스코 지역
투자기간

2019.7 ~ (운용중)

공사 항목

방 3개 화장실 2개
 방 4개 화장실 3개

임대수익 상승

3,600달러  5,400달러

“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 상승을 고려하여 공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설계해주셨어요. 덕분에 방 3개,
화장실 2개 였던 집이 합법적인 구획 변경으로 방 4개,
화장실 3개가 되었어요.
216 S, Vi****, 샌프란시스코 부동산 투자자

”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는 어떤 과정으로 이뤄지나요?
빌드블록은 개인 자산가들이 미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빌드블록과의 상담을 통해 투자를 결정한 고객의 명의로 미국 현지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 특수목적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형태로 투자가 이뤄집니다.

Q.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금을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 $50,000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고절차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주거래은행과 협력하여 ‘해외 직접 투자’ 신고 후, 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에
투자금액을 송금합니다. 복잡한 신고절차는 빌드블록이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Q. 최소 투자금액은 얼마인가요?
빌드블록은 해외 부동산 투자의 문턱을 개인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개인 고객투자자들이 투자 가능하도록 미국 현지의 주택 담보대출을 연결해드리고, 뜻

이 맞는 투자자들이 하나의 부동산에 함께 투자할 수 있는 합작 투자법인 설립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품별 투자 금액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상품당 평균 USD 30만 불(한화
3.5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Q. 투자 후 사후관리는 누가 하나요?
빌드블록은 고객과 소통하는 한국회사와 부동산을 운용하는 미국회사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구매, 투자한 부동산은 빌드블록의 미국 회사(Build Block Inc.)에서 직접 관리합니
다. Build Block Inc. 에서는 주택 단위를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할 수 있는 직영 공사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입자를 관리하는 것부터 리모델링과 유지 보수, 더 나아가 투자 수
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Flip, ADU 등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왜 LLC를 권장하나요?
미국의 영리법인의 한 형태인 LLC(Limited Liability Company)는 한국의 유한회사와 비슷합니다. 빌드블록은 3가지 이유로 고객 투자자께 LLC를 통한 미국 부동산 투자를 권장하고 있습
니다.
첫 번째, 세금절약이 가능합니다 LLC는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법인 형태입니다. 대신 LLC의 출자자인 고객투자자의 소득세를 내야 하며, 타 법인 및 비 법인의 형태와 비교했을 때
큰 절세효과를 갖습니다.
두 번째, 간소한 투자 절차입니다. 투자법인을 따로 만들지 않고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는 ‘해외부동산직접취득’과 비교했을 때, LLC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필요한 서류, 투자 운용 과정
에서의 절차 등이 간소합니다.
세 번째, 유한책임입니다. 투자 후 부동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입자가 부동산 시설물로 인해 다치는 등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 이상의 큰 사고가 발생
하더라도, LLC는 투자 금액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유한회사 형태입니다. 비록 최악의 경우이지만, 투자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합니다.

Q. 투자금은 누가 관리하나요?
빌드블록은 고객 투자자의 미국 부동산 직접투자과정을 도울 뿐, 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금 운용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고객 투자자는 “자신 명의”의 특수목적법인 LLC를
설립하고, LLC 법인 계좌로 직접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투자금액을 빌드블록 계좌에 직접 송금하는 일은 없습니다.
빌드블록은 고객의 요청에 맞춰 LLC의 매니저로 활동하며, 고객과 계약된 내용에 맞춰 투자 금액을 운용합니다. 고객투자자는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언제든지 LLC 법인계좌의 현금흐름
을 확인, 감시할 수 있습니다.

Q. 세금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어떻게 납부하나요?
미국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미국 국세청 IRS와 한국 국세청에 세금 납부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세협정을 맺어,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한국
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빌드블록은 고객투자자를 위해 삼정 KPMG, 안진 Deloitte 와 계약을 맺고 ‘한국 거주자의 미국의 투자법인 LLC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세무 이슈를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의 첫 단계,
자유롭게 문의하세요.

help@buildblock.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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