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감사를 받게 되어 많은 추징금을 통보 받았읍니다.
게다가 사업부진으로 제가 하던 비지니스를 그만 두어야 하는 입장에 이르렀읍니다.

IRS세무감사로 $990,000로 책정됐던
세금액을 $23,000으로 하향 조정한 실력!
고객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한 결과
함께 기쁨을 나눌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장내야할 추징금 $182,700과 밀린세금 $78,900의 새금, 도합 $261,600을
회계사님의 도움으로 며칠전에 IRS로 부터 $2,500로 확정 해결 통보를 받았읍니다.
항상 명확한 셜명과 빠른 회신으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대 했던대로 일을
처리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상담을 했을때, 꼭 이분이 날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섰었읍니다. 결국 제가
고대했던데로, 국세청과 지불해야할 세금의 액수 조정에 임민주 회계사님의 많은 경험과
지략으로, $260,000 이상을 요구하며 완강하게 버티던 국세청 당국자를 설득시켜
$44,000 으로 끌어내리는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하셔서, 국세청 감사라는 암초에
부딪쳐서 침몰위기의 저를 다시 제기 할수 있게 해주셨읍니다.
저와 비슷한 환경에 처한 분들에게 드릴수 있는 충고는 능력있는 회계사 선정이
필수적이며, 협상의 선두주자 임민주 회계사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나누시는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audit. They reviewed the tax years 2003 and 2004. The IRS amended our returns and
was looking for $990,000 for 2003 and $282,000 for 2004.
Not happy with the services from my CPA firm, I decided to switch accountants
during mid-audit. A colleague referred me to Colleen Lim. She met with me and I was
immediately impressed. Colleen knew at first glance, the 2003 return was filed
incorrectly. She reviewed and revised our 2003 and 2004 returns. She met with the IRS
agents and appealed their findings. Colleen fought diligently to have the original
return dismissed and the revised corrected return accepted. She handled all dealings
with the IRS including written correspondence, phone calls, emails, and face to face
meetings. In the end, we paid $23,000 for 2003 and received a refund in the amount of
$4,900 in 2004. Needless to say, we were so impressed we had her review all returns
and took her on as our permanent accountant.
I recommend Colleen Lim for your tax and accounting needs. She is professional,
knowledgeable, accessible (if she doesn’t answer the phone herself, calls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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