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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기업들 무료 세금보고 하세요”
스몰비즈니스창업지원센터, 대행서비스
퀸즈^맨하탄^포트리서 내달 5~18일까지
올해 E-filing 세금 보고 허가받아
한국일보 후원
소상인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스몰비즈니스창업지원센터(대표 문
휘섭)’가 내달 5일부터 18일까지 뉴
욕한국일보 후원으로 개인 및 업주
들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
비스를 실시한다.
올해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
는 홍태명, 존 문, 박우하씨 등 센터
내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들이 직접
‘전자파일’ (E-file)을 이용해 직접
세금보고를 대행 한다.
문휘섭 대표는“올해 처음, IRS로
부터 E-filing 세금보고 허가를 받아

예년과 달리 센터가 직접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
다”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표는 "바쁜 이민생활로
아직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한
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8일로
특히 저소득층 한인 및 소기업 한
인 업주들의 많은 문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센터 웹사
이트(www.sba3.org) 혹은 전화로 사
전 예약을 해야 한다. 장소는 퀸즈

4월5일~4월18일까지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스몰비즈니
스창업지원센터의 문휘섭 대표가 29일 본보를 방문, 개인 및 업주들의 많
은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55 Northern Blvd. Flushing)와 맨하
탄(232 W 37s. #9A), 뉴저지 포트리
(2067 Lemoine Ave)등 세 곳이다.
센터는 지난해 무료 세금 보고 대

행 서비스를 실시해 총 78건의 전
화 상담과 48건의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 세금보고 문의도 10건 이

상 됐다.
한편 매년 세금보고 시즌, 본보 후
원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스몰비즈니스창업지원센터는 한인
사회 경기 활성화, 특히 소기업 경
기 활성화를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
안 뉴욕한국일보와 BNB 하나은행
후원으로 마련한 소기업 경기 활성
화를 위한‘도전 2016 로컬경제 따
라잡기 캠페인’은 큰 호응 속에 성
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동시에 진행
된 이 캠페인은 끝까지 참석한 인원
이 91명이나 돼 소기업 경기 활성화
에 대한 한인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엿보게 했다. 센터는 올 가을 두 번
째 로컬경기 따라잡기 캠페인을 실
시한다는 계획이다. ▲무료 세금보
고 문의: 347-618-1009
<이진수 기자>

“다양한 시설 즐기며 건강 챙기세요”
뉴저지 티넥 `글렌포인트 스파 앤 피트니스 클럽'
60개 이상 피트니스^수영장 파티^탁아 서비스 운영

기아자동차 옵티마와 스포티지가
세계적인 ‘레드 닷 인터내셔널
디자인상 2016’(2016 Red Dot Awards) 수상 차량에 선정됐다. 특히 옵티마는 세단 분야 ‘최우수상’(Best of the
Best)을, 스포티지는 컴팩트 SUV 분야 ‘본상’(Winner)을 수상한다. 옵티마와 스포티지는 지난 2011년에도 ‘레드
닷 어워드’를 함께 수상한바 있다.
<사진제공=기아차미국판매법인>

기아 옵티마^스포티지 `레드 닷 인터내셔널 디자인상’수상

기아 2016 옵티마, 최고 안전등급 획득
차량 충돌시험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받아
기아자동차 미국판매법인(KMA)
은 올 뉴 2016년형 옵티마가 미 고
속도로보험안전협회(IIHS) 차량 충
돌시험에서 최고 안전등급인 '톱 세
이프티 픽 플러스'(Top Safety Pick+)
를 획득했다고 30일 발표했다.
'TSP+'를 획득하려면 전면과 측
면 충돌, 지붕 강성 등 5개 항목
에서 '우수'(good) 평점을 받고 '전
방 충돌 회피 장치' 평가에서도 '고
급'(advanced) 또는 '탁월'(superior) 이
상을 확보해야 한다.
오스 헤드릭 KMA 부사장은
"IIHS의 TSP+ 등급 획득은 기아차
브랜드와 최다 판매 차종인 옵티마

를 위한 중요한 성취"라면서 "철저한
실험에서 높은 평점을 얻어 만족스
럽다"고 밝혔다.
기아차의 효자 차종인 옵티마는
2000년 첫 모델인 옵티마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이래 로체(2006년),
K5(2010년) 등 세 모델을 거치면서
도 모두 '옵티마'라는 이름을 이어가
며 지난해 누적 판매량 100만 대를
돌파했다.
이중 K5의 판매량은 전체의 70%
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에서 높은 인
기를 누리고 있다.
한편 기아 옵티마와 현대 소나타
는 미 헤드라이트 성능 검사서 부적

합 판정을 받았다.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보험연구
소'(IIHS)가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
는 31개의 2016년형 중형차들의 헤
드라이트 성능을 조사한 결과 옵티
마와 소나타, 뷰익 베라노, 캐딜락
ATS, 쉐보리 말리부, 쉐보레 말리부
리미티드, 벤츠 C 클래스, 벤츠 CLA,
닛산 알티마, 폭스바겐 파사트 등 10
개 차종이 '부적합'(poor) 판정을 받
았다. 양호(good) 판정을 받은 것은
도요타의 프리우스 Ⅴ 단 한 개 차
종뿐이었다.
IIHS는 야간 운전 시 전방의 물체
를 잘 식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운전
자의 시력 때문이 아니라 헤드라이
트(전조등)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글렌포인트 스파 앤 피
트니스 클럽에서 건강을 유
지하세요.”
뉴저지 티넥의 글렌포인
트 스파 앤 피트니스 클럽
은 줌바, 요가, 필라테스, 스
튜디오 사이클링을 포함한
60개 이상의 그룹 피트니
스 클래스를 운영중이다.
또한 전문 강사들의 개
인 트레이닝 서비스와 컨트
리 클럽 스타일의 라커룸
과 무료 타월 서비스, 넓은
개인 샤워 시설, 스팀룸, 사
우나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실
내 온수 수영장과 두 개의 대형
자쿠지와 썬덱, 전신 마사지와 얼
굴 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왁싱
매니큐어 등 다양한 스파 서비
스를 제공하며 어린이 수영장 파
티와 수영 레슨, 무료 탁아 서비
스 외 다채로운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글렌 포인트측은“집이나 회사
에서 차로 12분 정도 거리에 있
는 헬스클럽을 찾고 클럽을 찾으
면 헬스클럽 에서 원하는 리스
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멤버쉽을 회비 하나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헬스 클럽의 리
뷰, 보수 공사 여부, 청결함, 직원
들의 정중함 등을 고려하고 결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어“만일 운동의 필요성을 느
끼거나 의사한테서 운동을 하라
고 지시를 받았는데 뭘 해야할
지 모른다면 개인 트레이너 (PT)
가 있는 클럽을 찾는 것이 바람
직하다”며“모든 클럽들은 법적
으로 3일안에 마음 바꿀 경우
돈을 돌려줘야 하므로 클럽이
마음에 꼭 들지 않는다면 첫 방
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고 등
록을 해도 마음이 바뀌면 3일안
에 환불 받을 수 있다. 일단 결정
을 했다면 건강한 삶을 위해 오
늘 시작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201-836-5400 glenpointespa@gmail.com ▲주소:2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07666 <Teaneck NJ 'Glenpointe Fitness'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