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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요 뉴스

글로벌 PwC, 'PwC 대학' 칭다오에 설립
글로벌 PwC 가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 PwC 대학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PwC 대학은 칭다오 블루밸리에 설립될 예정이며, 이곳에 자주 브랜드 혁신실용형
종합교육육성기관을 설립해 글로벌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삼정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지평, ‘상속ㆍ증여 및 승계전략 세미나’
개최
KPMG 삼정회계법인과 법무법인 지평이 공동으로 주최한 ‘상속ㆍ증여 및 승계전략
세미나’가 지난 12 월 2 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110 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평의 사봉관 변호사가
최근 주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상속법 판례의 경향’에 대해, 삼정 KPMG
정병수 상무가 ‘가업승계 유형별 사례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EY 한영, ‘제 10 회 EY 최우수 기업가상’ 개최
EY 한영은 지난 11 월 3 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제 10 회 EY 최우수
기업가상(EY Entrepreneur Of the Year)’ 시상식을 열고,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 7 명의 기업가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외, 이경수 코스맥스
회장과 오흥식 엘오티베큠 대표이사, 김준 경방 회장·김담 경방 사장이 산업 부문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습니다. EY 최우수 기업가상은 EY 가 매년 끝없는 도전과
리더십으로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범적인 기업가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독립적인
심사위원단이 약 6 개월에 걸쳐 6 가지 평가 기준(▲기업가 정신, ▲재무성과,
▲전략적 방향, ▲국내 및 세계적 영향력, ▲개인적 품성 및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진행해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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