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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와 각종 보험 가입, 믿을 수 있는 전문가가 도와드립니다!
애너하임 <가나 세무 & 보험>… 실업수당, 긴급 재난 융자, PPP 신청도
세금 보고는 기업은 물론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
한 일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개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세무 전문가의 도
움을 받는 것이 좋다. 세금과 관련한 법규나 규정
들이 수시로 변하고 또, 세금보고 내용에 따라 환
급액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대행
수수료 몇 푼을 아끼려다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환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무 세무 전문가에게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
들에게 세무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당
부했다. IRS의 척 레티그(Chuck Rettig) 청장은“세
무 전문가는 납세자와 미국의 조세제도를 위해 굉
장히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IRS는
납세자들이 가장 민감한 세금 및 금융 정보를 누
구에게 믿고 맡길 것인지 주의하여 선택하도록 권
고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세무 전문가들은 정직하게 양질
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일부
세무 대리인들은 매 신고 기간마다 환급 사
기, 신분 도용 등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각종 사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IRS는 세무 전문가를 선정할 때
는 ●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IRS에 등록된 납
세 전문 대행인) ● 연중 어느 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 대리인(신고 후에도 대리인에
게 연락할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 세
무 대리인의 이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
언했다.
애너하임 <가나 세무 & 보험>의 김선광
공인세무사는 40여 년의 세무 관련 실무 경
험을 보유하고 있는 이 분야의 베테랑이다.
그는 세금 보고는 물론 법인 설립, 세일즈 텍
스, 세무 감사 대행, 회계 업무, 페이롤 서비스
등 세무 관련 업무는 물론 오바마케어 보험, 메디케
어 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업무도 고객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대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
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실업수당 신청, 긴급 재난
융자 신청, PPP(급료보호 프로그램) 신청을 대행
해 준다.
<가나 세무 & 보험>은 보험 고객은 세금 보고 수
수료의 50%를 할인해 주며 65세 이상 고객의 세금
보고는 무료로 도와준다.

김선광 세무사는“올해 세금 보고 마감 기한이 7
월 15일로 3개월 연장됐다.”라며“<가나 세무 &
보험>은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하
겠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나 세무 & 보험>의 컨설팅을 받아볼 것”을 당
부했다.
▶ 문의: (714) 827-0707(사무실)
(714) 588-3355(셀폰)
▶ 주소: 30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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