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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주요 뉴스

공인회계사회, 2017 신년인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 월 10 일 JW 메리어트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2017 년 공인회계사 신년인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서 400 여
명의 공인회계사들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외부감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공인회계사들은 '우리의 결의' 를 통해 ▶'법과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 회계투명성을 확립한다' ▶'전문가적 적격성과 독립성을 유지해 직무품질을
향상시킨다' ▶'과거 관행을 단절하고 회계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등에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빅 4 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만든다
공인회계사회가 국내 4 대 회계법인들과 손잡고 국내 기업들의 '감사위원회 모범
운영규준' 마련 할 계획입니다. 공인회계사회는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국내
회계법인과 ‘감사위원회 모범 운영규준’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계약을 맺어
2 월부터 자문 교수단과 함께 연구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내년 새 회계기준 준비상황 점검
내년 1 월부터 조선과 건설 등 수주산업 기업들은 새로운 수익 기준(K-IFRS
제 1115 호) 도입 준비 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주석공시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최근 배포를 완료했으며,
새로운 수익 기준서 시행을 1 년 시점에서 업종별 간담회나 정착 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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