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LUS Career  Human Resources & Recruitment  

KAPLI  Professional License Education 

KAFLIN  College Planning & Financial Aid 

Y&K Advisory  US Immigration & Legal Consulting  

PLUS DUCK  E - Learning Career Education 

MIGHTY DUCK TAX  Accounting & Tax Solution 

www.coedgroup.com

One Touch for Smart Future



GREAT TEAM  그룹사 소개  

  PLUS Career 미국 연수, 인턴십 / 취업 및 헤드헌팅

  KAPLI 미국 회계 / 세무 자격증 교육 

  KAFLIN 미국 대학 컨설팅 및 학자금 서비스 

  Y&K Advisory 미국 비자, 이민, 법률 컨설팅 

  PLUS DUCK 미국 창업, 취업, 자격증 온라인 교육

  MIGHTY DUCK TAX 미국 회계 / 세무 법인

OUR VISION

CEO MESSAGE



 OUR VISION
고객이 꿈꾸는 미국에서의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의 교육 및 

컨설팅을 기반으로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기업

Partners

덕성여자대학교 / 동국대학교 / 상명대학교 / 서울대학교 / 성신여자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 연세대학교 / 중앙대학교 / 한양대학교 외 50여 국내 대학 

UCLA / Baruch College 외 30여 외국 대학

AICPA / KOTRA / KITA / 중앙일보 외 20여 국내외 기관

 CEO MESSAGE
성공한 삶이란? 행복한 인생이란?

모두가 다른 목표와 기준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COED Group은 한국 기업으로는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며 미국 내에서 

시작한 다양한 전문 영역들에서 의미 있는 성공의 길을 개척하며 더 큰 

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발전과 성장을 위한 기본이자 핵심이라 

생각하는 ‘교육’ 이라는 무기를 토대로 회계, 법률, HR 전문가들과 한마음으

로 새로운 출발과 도전을 꿈꾸는 모든 분들의 미래를 같이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고, 이제는 최초에서 최고의 자리로 올라

서며 당당히 그 실력을 인정 받으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2005년, 뉴욕의 방문교수 시절 제자들을 돕고자 했던 작은 시작이 이제는 

한국을 넘어 전세계로 뻗어 가고 있습니다. 첫 마음을 잊지 않고 정직한 

땀과 노력을 통해 내일의 성공과 행복을 꿈꾸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며 

같이 하려 합니다.

One Touch for Smart Future
COED Group이 함께 합니다.

남 광 우 대표 (JD,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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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luscareer.net (한국어) 

www.pluscareerus.com (영어)

www.pluscareerusa.com (중국어)

미국 연수, 인턴십 / 

취업 및 헤드헌팅

Your Career Starts Here!

2005년부터 미국 인턴십 및 전문직 취

업을 선도하는 리크루팅 기업입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 정부 기관과의 제휴

를 통한 미국 연수 및 인턴십을 담당하

고 있으며 미국 내 유학생들의 교육 및 

정규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더불어 회

계 분야에 특화하여 경력직 헤드헌팅을 

담당합니다.



PROGRAM

 한국에서 미국으로 : 한국 / 미국 연계 취업 프로그램

 미국 전문직 취업 / 영주권 취득

 미국 MBA(Certificate) 프로그램 후 H-1B 정규 취업 및 영주권 취득

 미국 유학생 취업 교육 및 인턴십 / 졸업 후 OPT 취업 

 미국 연수 및 장 / 단기 인턴십 

 단기 무급 인턴십 (4주 이상)

 장기 유급 인턴십 (4개월 이상)

 영어 연수 + 현지 인턴십 (4주 이상)

 미국 글로벌 기업 연수

 미국 유학의 시작부터 졸업 후 취업까지 

 미국 대학 입학부터 체계적인 경력 계발 및 교육을 통한 취업

 인턴십 진행 및 졸업 후 OPT 기간 H-1B 정규 취업

 AICPA + 미국 장기 유급 인턴십

 AICPA 시험 준비 및 합격 후 라이선스 취득

 미국 회계 분야 장기 유급 인턴십

 미국 현지 프로그램 : 미국 내 취업 프로그램

 미국 유학생 취업 교육, 인턴십 및 경력 계발

 미국 유학생 OPT / 정규 취업 

 회계분야 신입 / 경력직 헤드헌팅

ONLY! PLUS Career
•아시안으로는 유일한 회계 / 재무 분야 전문 HR 회사

•한국과 미국, 중국 등 7개 브랜치를 통한 아시아 및 전 미국 연계 서비스

•10년 이상 축적된 취업 Know How와 1000개 이상의 Host Company DB 확보

•미국 유일의 Entry Level 취업 전문 기업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통한 취업 준비 및 경력 계발

•CPA / 대학교수 / 변호사 등 관련분야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

•인턴십(J-1) / 정규 취업(H-1B) / 영주권(Green Card) 등 관련 법률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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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pli.net 

미국 회계 /

세무 자격증 교육 

EA / CPA 되는 가장 빠른 길

미국공인회계사(AICPA), 미국세무사(EA), 

보험계리사(Actuary) 및 관련 분야 실무 

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육 기관입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인 취업 및 커리어 계발

을 목표로 하는 한인들을 위해 설립되었

으며 2005년부터 자타공인 한미 최고의 

교수진 및 체계화 된 온 / 오프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미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명실공히 최고의 미국 전문직 

교육 기관입니다.



PROGRAM

 미국공인회계사(AICPA) 취득 교육

 미국세무사(EA) 취득 교육

 보험계리사(Actuary) 취득 교육

 회계 / 세무 분야 실무 및 프로그램 교육

ONLY! KAPLI
•한인 교육기관 유일 AICPA (미국공인회계사협회)와

 CPA Review Course Provider License Agreement 체결(2011)

•회계 / 경영 학점 취득 및 AICPA 취득 동시 병행

•서강대 국제대학원 AICPA 프로그램 공동 운영

•중앙일보 EA / AICPA 프로그램 위탁 운영

•과목별 한국 미국 최고의 스타 교수진 구성

•10년 이상 압도적인 미국 최고의 EA / AICPA 합격률

•미국 유일의 Actuary 교육 기관

•교수진이 직접 1 : 1 심층상담 및 학생 관리

•자체 교재 및 한인 교육기관 유일의 AICPA 기출문제 사용 및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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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aflin.com

미국 대학 컨설팅 및 

학자금 서비스

KAFLIN

미국 대학 진학 컨설팅 및 미국 대학 장

학금 / 학자금 컨설팅 기관입니다. 2008

년 미국 현지 CPA들과 대학 진학 및 

학자금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이래로 미국 내 학생들은 물론 한국 

유학생들까지 미국 대학 장학금 및 학

자금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진학 전부터 사전 준비, 서류 진행 및 

사후 서비스까지 포괄하여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PROGRAM

 캐플린 학자금 컨설팅 프로그램

 Financial Aid Planning Report 제공

 개인 재무상태에 대한 상세 분석으로 지원전략 수립

 FAFSA / CSS Profile 및 Institutional Form 작성 및 제출

 Financial Aid Award Review 및 Appeal Letter 신청 보조

 자녀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통한 학자금 및

 전문직 취업 대비 프로그램 

 영주권 취득을 통해 미국 대학 학자금 및 장학금 수령

 미국 대학 재학시 인턴십 / 전문직 취업 연계 

ONLY! KAFLIN 
•미국 공인회계사, 변호사, 대학 입학 컨설턴트 및 학자금 전문가가 한 곳에

•2008년 설립 이후 수천 건 이상의 학자금 수령 성공 Cases

•최저비용으로 최고의 학자금 / 장학금 수령 지원

•자녀의 성적, 적성, 진로 및 부모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한 대학 추천

•미국 중앙일보에서 미국 대학 학자금 제휴 기관으로 선정(Since 2010)

•부모님이 한국 거주하는 경우 한국지사를 통해 학자금 컨설팅

•유학생(영주권 미비자 / IVY 대학 목표자 등)을 위한 대학 학자금 컨설팅

•세금 보고 + 영주권 취득 + 학자금 + 인턴십 + 전문직 취업을 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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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nkadvisory.com
‘Y&K Advisory’의 한국 내 이민 관련 업무는

‘플러스커리어’에서 담당합니다.

미국 비자, 이민,

법률 컨설팅

Your New Life Starts Here!

뉴욕 현지 최고의 법률 전문가와 미국 

회계 / 세무 / HR 전문가가 상호 전문성

을 결합하여 미국 현지 이민과 영주권 

취득에 관한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미국 이

주만을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벗어나 합

리적인 절차와 체계적인 패키지 시스템

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국 정착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PROGRAM

 전공과 경력을 고려한 1:1 맞춤 영주권

 고학력 전문직 맞춤 취업 영주권 (EB-2 : Professionals with Advanced Degree)

 전문직 맞춤 취업 영주권 (EB-3 : Professionals)

 숙련직 맞춤 취업 영주권 (EB-3 : Skilled)

 비숙련직 맞춤 취업 영주권 (EB-3 : Unskilled)

 영주권 + 미국 전문직 취업을 동시에 

 영주권 진행과 동시에 EA / CPA 자격증 준비 및 회계 / 세무 실무 교육 시행

 영주권 취득 후 회계 / 세무 분야 미국 현지 취업 보장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고용주 없이 취업 이민이 가능한 제도

 높은 수준의 기술, 경험, 지식을 입증

ONLY! Y&K Advisory
• 합법적인 절차 / 합리적인 비용

• 10년 이상의 미국 이민 관련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

• 미국 현지 최고의 이민법 변호사가 직접 운영

• 영주권 취득 후 미국 현지 정착 및 취업 연계 서비스

• 1 : 1 개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민 서비스 및 영주권 취득 

• 미국 현지 5개 지사를 통한 사후 관리 시스템

• COED 그룹사들을 통한 자녀 교육, 미국 취업 등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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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lusduck.com

미국 창업, 취업,

자격증 온라인 교육 

Play and Learn with Us

미국 전문직 자격증, 실무 교육, 분야별 

전문 지식, 취업, 창업 등 미국 성공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합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게 전세계 어디서든 자유롭게 온라

인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최신 트렌드 

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지식 및 정확한 

정보 전달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합니다. 



PROGRAM

 미국 자격증 교육

 AICPA / EA / ACTUARY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온라인 강의 제공

 600시간이 넘는 풍부한 최신 강의 콘텐츠 

 실무 교육

 미국 회계 및 세무 등의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Quick Books 프로그램을

 포함한 실무 강의 제공

 미국 취업 교육

 회계 / 교육 / HR / 법률 전문가들의 미국 취업을 위한 준비

 미국에 특화된 진로 선택 및 취업을 위한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 제공 

 미국 창업 교육

 미국에서의 창업에 필요한 필수 지식들에 대한 체계적인 강의

 미국 회사 설립부터 운영을 위한 관련 제반 이슈들에 대한 교육

 전문 분야별 세미나

 분야별 전문가들의 세미나 등을 통해 미국 정착 및 생활, 성공을 위해 필요한  

 필수 내용들을 유 / 무료로 제공

ONLY! PLUS DUCK
•최신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를 통한 온라인 교육

•Smart Phone, Tablet PC 등을 통한 서비스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육 가능

•미국 성공에 필수적인 다양한 정보 및 세미나 교육 유 / 무료 제공

•미국 자격증 교육 시 실제 시험과 유사한 온라인 Te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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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ightyducktax.com

미국 회계 / 세무 법인

MIGHTY DUCK TAX는 Big 4 출신의 

CPA들이 중심이 되어 NY / NJ / CA / VA 

/ DC / GA / TX 등 미국 전역에 걸친 네

트웍을 기반으로 각 지역별 CPA 사무실

의 설립부터 운영, 마케팅을 공동으로 담

당할  Accounting 및 Tax Solution을 제

공하는 Franchise Tax Firm입니다. 



MDT Services 
MIGHTY DUCK TAX는 EA / CPA 자격증 취득 이후 세무 / 회계 법인 창업을 위

한 기본적인 실무 및 프로그램 교육부터 설립 및 운영, 문제 해결, 마케팅을 공동

으로 진행합니다. 최고 실력의 본사 Board Member들을 통해 관련 전문 분야의 

이슈들을 해결하며 미 전역에 걸친 최다 네트웍을 기반으로 최고의 실력과 최상

의 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Business Incubator

2. Tax Planning & Preparation

3. Tax & Accounting Program Education

4. IRS Presentation

5. Accounting / Bookkeeping Services

6. Interstate / International Tax Issue

7. Financial Planning

8. Outsourcing Services

ONLY! MIGHTY DUCK TAX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Accounting & Tax Franchise

•회계 / 세무 교육부터 자격증 취득, 창업 및 성공까지 One Stop Service

•한국에서 미국으로의 창업을 위한 법률, 신분, 경력, License Support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현직 Big 4 출신 CPA들의 분야별 Solution

•미국 전역의 주요도시 위치 및 창업 타겟 도시 선정 및 컨설팅

•미국 내 Interstate Tax Issue 및 미국과 한국간의 International Tax 문제 해결

Tax Franchise Opportunity
MIGHTY DUCK TAX는 세무회계전문 프랜차이즈로서 전 미국 EA / CPA들의 네

트웍을 하나로 연결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의 자본으로 

Small Business Owner가 될 수 있는 Franchisee가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국 내는 물론 한국에서 미국으로 전문직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EA / CPA 

로서 미국에서 성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부터 법률 이슈, 비자 문제 해결, 창업 

준비, 회계 및 세무 프로그램 교육, 관련 분야 실무교육 및 경력 충족, 서비스의 품

질 보장, 본사 QA를 통한 분야별 Solution 제공, 공동 마케팅 및 전략적 최고 그룹

사들과의 분야별 제휴를 통해 최단기간 미국에서의 EA / CPA 창업을 통한 성공의 

길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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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coedgroup.com 

www.coedgroup.com

USA - HQ 

New York   16W 32nd St. Suite 306, New York, NY 10001 T. 212.244.6308

USA

Washington D.C.   3949 Pender Dr. Suite 125, Fairfax, VA 22030  T. 703.945.4400

New Jersey   21 Grand Ave. Suite 614, Palisades Park, NJ 07650 T. 201.917.5335

California   4322 Wilshire Blvd. Suite 112, Los Angeles, CA 90010  T. 323.933.0100

California   2342 Shattuck Ave. Suite 115, Berkeley, CA 94704 T. 925.323.3567

Korea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COEX 422호 06164  T. 02.561.6306

One Touch for Smart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