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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요 뉴스 

 

 

‘빅 4’ 회계법인 올 1,000명 채용 
삼일·딜로이트안진·삼정KPMG·EY한영 등 ‘빅4’는 올해 1000명가량 신입 CPA를 뽑을 

예정입니다. 지난해 890명에서 100명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안진과 한영은 각각 

250명, 200명 수준으로 채용규모를 늘렸습니다. 삼일은 면접 결과에 따라 270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뽑는다는 입장입니다. 

 

삼정KPMG, K-ICT 본투글로벌센터와 스타트업 컨설팅 
협력 

 
삼정 KPMG가 K-ICT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종갑)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타트업 기업들의 컨설팅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삼정 KPMG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지원 전문기관인 
본투글로벌센터와 지난 7월 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한 컨설팅 사업 협력을 
골자로 한 상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삼정 KPMG는 양사의 제휴에 
따라, K-ICT 본투글로벌센터의 지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초기에 필요한 
회계 및 세무 자문뿐만 아니라, 글로벌 진출∙성장 전략, 인수합병(M&A) 및 
IPO자문, 자금조달, IT컨설팅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성장 단계별 맞춤 전략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예정입니다. 
 
 

삼일회계법인, 쉽게 풀어 쓴 IFRS 해설서 발간 
삼일회계법인이 감사전문가 47명을 투입해 ‘알기 쉬운’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기업 외부감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파트너급 회계사 47명이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풍부한 사례와 회계기준을 설명하고 실무 가이드를 제시해 기업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구성됐습니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정착지원 TF' 구성  
 
기업들이 새로운 회계기준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기준서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정착지원 TF'가 구성 운영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2018년 시행 예정인 새로운 
금융상품(K-IFRS 제 1109 호) 및 수익(K-IFRS 제 1115 호) 기준서의 적용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정착지원 TF 는 금융상품 및 수익 기준서 적용 이슈 
발굴 및 논의, 구체적 지원방안 마련, TF 논의 결과 공유를 통한 지식 
전파(knowledge transfer)를 목적으로 합니다. 구성원은 재무제표 작성자, 
이용자, 회계법인, 감독당국 등을 포함하며, TF 별로 약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안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게 한다 
 
유한회사는 2 인 이상이 자신들의 출자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로, 
주식회사와 달리 외부감사나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9 월 정기국회 때 일정 자산·매출액 이상의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외부감사를 받게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한회사에 대한 감시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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