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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요 뉴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공익법인 투명성과 과제' 세미나 개최
삼일회계법인이 지난 9 월 22 일 서울 용산구 LS 용산타워에서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다양한 시각으로 조명한 이번 세미나는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기준 소개 △사회가
바라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행 법제도 소개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 개선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사업 및 업무 소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삼정 KPMG '기업공개 성공전략' 세미나 개최
지난 10 월 6 일 오후 3 시 서울 역삼동 본사에서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담당자 대상
'기업공개(IPO) 성공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PO
지정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 및 세무상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2016 년 회계감독
동향을 설명, 지정감사시 발생되는 회계 및 내부통제 이슈 등을 사례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EY 한영 '저성장 시대와 원샷법 세미나' 개최
EY 한영은 지난 10 월 13 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100 여 명의 기업 임원들을
초청해 효과적인 사업재편 방안 제시를 위한 '저성장 시대와 원샷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Y 한영 사업재편 지원센터의 최재원 전무, 박남수 전무,
민덕기 상무가 저성장 시대 도래와 기업의 사업재편 전략 및 사례와 교훈, 기업활력법
(원샷법)의 주요 내용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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