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ghty Duck Tax LLC 
Accounting  & Tax Solutions 

회사 소개	   Mighty Duck Tax 는 Big 4 출신의 CPA 들을 중심으로 NY / NJ / CA/ VA / 

DC / GA / TX 등 미국 전역에 걸친 네트웍을 중심으로 각 지역별 CPA 사무실의 

설립부터 운영, 마케팅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는 Accounting 및  Tax 

Solutions 을 제공하는 Franchise Tax Firm입니다.  

MDT 
Services	  

Mighty Duck Tax는  EA / CPA  자격증 취득 이후  세무/회계 법인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실무 및 프로그램 교육 부터 설립 및 운영, 문제 해결, 마케팅 을 공동으

로 진행합니다.  최고 실력의 본사 Board Member들을 통해 관련 전문 분야의 이

슈들을 해결 하며, 미 전역에 걸친 최다 네트웍을 기반으로 최고의 실력과 최상의 

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Business Incubator for Tax & Accounting office  

•  Tax & Accounting program education 

•  Accounting / Bookkeeping Services 

•  Payroll Services 

•  Financial Planning 

•  Tax Planning & Preparation 

•  Tax Services 

•  IRS Presentation 

•  Interstate / International Tax Issue 

•  Outsourcing Services 

•  Consulting Services 



ONLY!! 
Mighty Duck  

Tax 

•  미국 전역을 포괄하는 Accoun'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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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들의 분야별 Solu'ons	  

•  마케팅 전문가들의 온/오프라인 전략을 통한 Sales	  Support	  	  

•  본사 Board	  Member	  의 Review	  및 Guide	  를 통한 Quality	  Control.	  

•  미국 전역의 주요도시 위치 및 창업 타겟 도시 선정 및 컨설팅	  

•  미국 내	  Interstate	  Tax	  Issue	  및 미국과 한국간의 Interna'onal	  Tax	  문제 해결	  

•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On-‐line	  Tax	  Filing	  Service	  

•  이민 법률 그룹사인 YNK	  Advisory의 상법/세법/이민법 법률 자문 서비스   	  

Tax  
Franchise  

Opportunity 

MDT	  는 세무회계전문 프랜차이즈로서,	  전 미국 EA	  /	  CPA	  들의 네트웍을 하나로 

연결하여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의 자본으로	  	  Small	  Business	  

Owner	  가 될 수 있는	  Franchisee가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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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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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회계/	  및 세무 프로그램 교육,	  관련 분야 실무교육 및 경력 충족,	  서비스의 품질 

보장,	  본사 QA를 통한 분야별 Solu'on	  제공,	  공동 마케팅 및 전략적 최고 그룹사

들과의 분야별 제휴를 통해 최단기간 미국에서의 EA	  /	  CPA	  창업을 통한 성공의 길

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