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 컬
사람이라면누구든강하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환

경을만든다. 우리는 자유롭고능동적인존재

다. 사람이라면누구든강하다. 당신이정말로

무언가를 원한다면 당신은 길을 발견할 것이

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

은변명을발견할것이다. -벤저민디즈레일리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상업용부동산투자알짜노하우알려줍니다

마커스앤밀리챕, 실전사례등통한시장분석 Q&A 등진행

23일 LA한국교육원서세미나미국대형상업용부동산브로커

지 마커스앤밀리챕(MARCUS&

MILLICHAP) 이 23일 오후 6시30

분부터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LA

한국교육원에서 상업용 부동산

투자교육세미나 를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마커스 앤 밀리챕

이 진행하는 월례 행사로 한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돕기 위해 기획됐

다. 행사는 다양한 실전 사례를 통

한투자 전략분석과부동산 Q&A

시간으로진행된다..

한편 마커스앤 밀리챕은 부동산

투자자조지마커스가 지난 1971년

남가주 칼라바사스에 설립한 상업

용 부동산 투자 전문 브로커지로

현재미국과캐나다등북미지역대

도시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

난 2013년에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바있다.

▶문의: (213) 943-1883

LA 다운타운컨티넨탈빌딩호텔로재개발

객실 140개 규모…루프탑테라스 레스토랑 공연장등편의시설들어서

시카고소재투자그룹

LA 시의회에재개발안제출

호텔로변신하는 LA최초의고층빌딩컨티넨탈

LA 최초의 고층 건물(sky

scraper)로 평가받는 LA 다운타

운컨티넨탈빌딩이 140개객실의

호텔로재개발된다.

시카고소재투자그룹레벨하

스피탈리티는 최근 지난해 가을

매입한컨티넨탈빌딩의재개발안

을LA시의회에제출했다고밝혔

다. 레벨하스피탈리티는현재아

파트로 사용 중인 컨티넨탈 빌딩

(LA 다운타운 스프링 스트릿과

4가)을 140개 객실, 루프탑 테라

스, 레스토랑 그리고 공연장 등

으로구성된 호텔로 재개발할 계

획이다. 한편 LA 다운타운 스프

링 스트릿은 이번 컨티넨탈 빌딩

이외에도180개객실캄브리아호

텔과 315개 객실 시티즌 M 호텔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동시다발

적으로 진행되며 신규 애플 매장

등이 들어서는 브로드웨이가와

더불어 LA 다운타운 개발 붐을

주도하고있다.

신한뱅크아메리카 우리아메리카은행

연이율최고 2.70% 2.45% 고금리 CD 상품출시

신한뱅크 아메리카와 우리아

메리카은행이 고금리 CD 상품

을출시했다.

신한뱅크의 CD는 연이율

2.60%(12개월)과 2.70%(15개

월)로 다음달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은 1000달

러며 각 계좌별 최대 예치 가능

금액은 20만달러다.

우리아메리카 은행의 CD도

12개월 2.40%와 18개월 2.45%

의 고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

품은 우리은행 체킹 계좌 보유

고객이라면누구나신청할수있

고 가입 마감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CKP, 한국에국제조세전문세무법인설립

중견기업 개인 법무법인등대상국제조세분야서비스제공

<미주한국계회계법인>

미주지역의 한국계 최대 회계법

인 중 한곳인 CKP가 한국에 다국

적 국제조세전문 세무법인을 설립

했다.

CKP는 지난 1일부터 한국 세무

법인 충정 과 합작법인 CKP충정

(www.ckpcjtax.com) 을개설하고

한국에 7개의 사무소, 미국내 8개

사무소를 포함한 15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있다.

한미 FTA에 발맞춰 서울사무소

를 설치했던 CKP는 한미 FTA 발

효 5년후부터시행되는세무사법상

합작규정에 따라 한국내에 최초의

다국적세무법인을설립한것이다.

CKP충정의 국제조세부문은

PwC, KPMG, E&Y 회계법인 파

트너와 김&장 시니어 파트너 출신

인 CKP최응환박사 및 변호사(사

진)가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국세

청국제조세국, 광주, 대구및부산

지방국세청장등을지낸다수의국

세청고위직출신과수십년국제조

세분야에 종사한 세무사, 회계사

및박사가합류해있다.

최 대표는 날로 복잡해지는 국

제거래 이슈와 위험에 적절히 대응

하기 어려운 중견기업, 개인, 법무

법인 및 회계법인들에게 주로 서비

스를제공할것 이라고말했다.

서비스영역은 한국과 미국에서

세무조사대응,이전가격,사전협의

(APA), 상호합의 (MAP), BEPS등

전반적인국제조세분야이며세무당

국과의 분쟁대응에 적극적인 역할,

국제간증여및미국진출관련컨설

팅과 다국적 M&A 지원 등 국경을

넘는자산과인력의이동전체에관

한 조세문제를 다룬다. 또한 한국

에거주하는미국납세자들을위하

여조세컨설팅및보고를전담할직

원을 파견하고 미국 세법변호사들

을지원팀에배치하는등한차원높

은현지서비스를장담하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