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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taking you to new heights



Deloitte is the one firm that can deliver comprehensive solutions to
complex challenges. Come and discover how our evolving range of
innovative ideas and practical strategies help companies get the 
results they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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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offers clients a broad range of 
fully integrated services in areas that 
include Audit, Tax, Enterprise Risk Services,
Consulting and Corporate Finance.



딜로이트 컨설팅/ Deloitte Consulting

퀄러티, 혁신, 창의성은 전략가가 갖춰야 할 시대적 요구입니다. 딜로이트는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리서치 전문기업 가트너(Gartner)가 선정한 컨설팅기업 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전략, 운영, 

인사조직, 테크놀로지, 마케팅&판매전략, 재무&리스크 관리, 보험, 빅 데이터 분석,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급속도로 변모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산업군을 

고려해 고객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 창출 그리고 

전문가적 통찰력과 첨단 분석기술에 바탕을 둔 가시적인 성장 청사진까지– 딜로이트 컨설팅이

써내려 갈 새로운 드라마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딜로이트는 세계 최대의 회계·컨설팅 그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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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Deloitte Anjin LLC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기업을 거론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인 딜로이트.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은 160여 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회계·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의 한국 회원사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 회원국 회원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및 공공부문 고객을 위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문가들의 

지향점은 하나입니다. 최고 품질의 서비스 제공, 그리고 고객과 함께 하는 성장과 혁신 –  다음

세기를 준비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전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의 80% 이상이 현재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을 정도로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는 회계·컨설팅 전문 서비스 

그룹의 대표적 브랜드입니다. 전 세계 150여 개의 국가에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는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는 명실공히 최고의 인재가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그룹으로, 현재 200,000여 명의 

전문인력들은 각자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는 2013년 세계적인 전략 컨설팅 회사인 모니터 그룹(Mon-

itor Group)을 인수하며 명실상부한 최고의 전문펌으로서 또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혁신과 

역량, 전략 수립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객의 그 어떤 

기대와 요구에도 ‘딜로이트’라는 브랜드는 최고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ABOUT US

Fortune 일하기 
좋은 100대 회사 
14회 연속 선정

ISR 올해의 
회계법인 
11년 연속 선정

Accounting Today 
Top 100 Firms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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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제일 먼저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WHY 
DELOITTE?

탁월한 서비스 품질/ High Quality Service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은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슈 뿐만 아니라 환경적,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업의 중장기적인 미래전략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컨설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서비스라인을 구축하고 있으

며, ERS(Enterprise Risk Services), AMS(Asset Management Services), DA(Deloitte

Analytics) 등 고품질의 특화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 발 더 앞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Deloitte Network

글로벌 선진기업들이 남다른 이유는 수시로 찾아오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도 적시에

‘기회’를 찾아 그것을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탈바꿈시키는 유연함과 통찰력 때문입니다. 

이는 촌각을 다투며 변화를 거듭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와 동력을 포착하는 데 뛰어난 통찰력과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전문가들이 필요한 이유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원사 네트워크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가장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기능·산업별 최적의 솔루션 제공/ Professional Excellence

딜로이트는 서비스 라인별, 산업별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별, 산업별

매트릭스 조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회계, 세무, 컨설팅 등 기능별 서비스를 기본으로 금융,

제조, 소비재 및 운송,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에너지 및 자원, 생명과학, 공공부문

등 산업별 전문 서비스 팀을 구성해 각 전문가들이 기업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전략과 실행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처럼 기능별, 산업별 매트릭스를 유연하게 오가며 도출한 

딜로이트의 솔루션은 고객에게 새로운 시각과 향상된 비즈니스 퍼포먼스, 강화된 경쟁력, 

증대된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 이어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거듭하는 기업문화/ Continuous Innovation

딜로이트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 품질 관리와 개선뿐 아니라 인재 발굴과 적극적인 육성, 

대외 신인도 확보에 이르기까지 명실공히 업계 최고 법인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대·내외 교육 프로그램과

세미나, 임직원 해외 파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산업별 리더들을 위한 리더십 함양,

전략 공유와 개발을 위한 심도 깊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혁신’과 ‘변화’는 딜로이트 

기업문화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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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

여 명의 임직원

전 세계 
150여 개 회원국 

B

Bahamas

Bahrain

Barbados

Belgium

Benin

Bermuda

Bolivia

Bonaire

Bosnia and Herzegovina

Botswana

Brazil

British Virgin Islands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C

Cameroon

Canada

Cape Verde

Cayman Islands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annel Islands

Chile

China

Colombia

Congo(Brazzaville)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racao

Cyprus

Czech Republic

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ominican Republic

E

Ecuador

Egypt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stonia

Ethiopia

F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Finland

France

FYR Macedonia

A

Albania

Algeria

American Samoa

Andorra

Angola

Argentina

Armenia

Arub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G

Gabon
Georgia
Germany
Ghana
Gibraltar
Greece
Greenland
Guam
Guatemala

H

Honduras
Hong Kong
Hungary

I

Iceland
India
Indonesia
Iraq
Ireland
Isle of Man
Israel
Italy

J

Japan
Jordan

K

Kazakhstan
Kenya
Kuwait
Kyrgyzstan

L

Latvia
Lebanon
Lesotho
Libya
Lithuania
Luxembourg

M

Macao
Malawi
Malaysia
Mali
Malta
Marshall Islands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naco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ern Mariana
Islands
Norway

O

Oman

P

Pakistan
Palau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

Qatar

R

Republic of Guinea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

S

Saba
San Marino
São Tomé and Principe
Saudi Arabia
Senegal
Serbia
Singapore
Slovakia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outh Sudan
Spain
St Eustatius
St. Maarten
State of Palestine
Sweden
Switzerland
Syria

T

Taiwan
Tajikistan
Thailand
Timor-Leste
Togo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
Turkmenistan
Turks and Caicos

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United Republic
of Tanzania
United States
Uruguay
U.S. Virgin Islands
Uzbekistan

V

Vatican State
Venezuela
Viet Nam

Y

Yemen

Z

Zambia
Zimbabwe

89,934 People

AMERICAS
71,826 People

EMEA

41,125

200,000
150

People

ASIA PA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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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CULTURE

OUR SERVICES 

GLOBAL SERVICES

REPUTATION
AND RISK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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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lients, products and services are
fused together through planning,
commitment and investment.



협동의 문화
As One Culture

딜로이트가 지향하는 As One 문화는 하나가 

되어 더 큰 ‘우리’로 시너지를 창출했던 우리 

고유의 문화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서로 다른 

개인, 서로 다른 민족이 ‘딜로이트’로 묶일 수

있었던 것도 As One 문화가 근저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딜로이트의 전통이자 현재를 

말해주는 협동의 문화 As One은 고객을 위한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전망하는 식견
Thought Leadership

딜로이트 Thought Leadership은 매년 법인이 

주최하는 다양한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대외적으로도 공유되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 법인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식견과 미래를 전망하는 

안목은 법인은 물론 고객에게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전문가 칼럼 및 인터뷰에서도 딜로이트의 

리더십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일과 개인 삶의 밸런스
Work - Life Balance

딜로이트는 바른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일터에서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함으로써 일과 개인의 삶, 

양자간의 밸런스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은 각자의 가치관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일을 하면서 충실한 삶을 

실현하고, 기업은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창조적인 인재, 창조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딜로이트의 문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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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의 문화 ‘As One’으로 보다 큰 가치를 나눕니다

DELOITTE 
CULTURE

딜로이트는 수치적 성장에만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법인의 전통적인 강점인 상호존중과 

협동, 격려와 신뢰, 소통과 열정 등 ‘하나되는 힘(As One)’으로 표현되는 협동의 문화에 

보다 큰 비전과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전 임직원이 비전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안팎에서 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참여문화의 또 다른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딜로이트는 전문가 조직 특유의 창의적인 마인드를 존중하는

Thought Leadership을 지향합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기민하게 파악해 고객에게 

시장을 간파하는 인사이트(Insight)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일과 개인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꾀하는 WLB(Work -Life

Balance) 문화를 존중합니다.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창의적이고도 능동적으로 일하는 

행복한 일터 -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무대가 더 넓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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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it(회계감사)

회계감사는 다양한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영진이 작성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독립적인 외부 감사인이 확신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환경의 빠른 변화와 자본시장의 성장 등으로

외부 감사업무와 감사인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입니다. 딜로이트는 지속적인 감사품질

정상화 노력을 통해 자본시장의 신뢰와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감사방법인 Deloitte Audit

을 도입함으로써 고객만족과 법규 준수를 동시에 달성하는 차별화된 회계감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술 혁신,

글로벌화, 규제 강화로 경영진의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리스크 전문가들을 감사업무에 참여시켜 기업 전반의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한편, 리스크 및 불확실성 관리와 관련된 리스크 평가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ssurance

• 회계감사 · 재무제표 검토

• 외국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 특정목적 감사

• 공공부문 및 비영리법인 감사 · 검토

• 재무정보 인증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사베인스-옥슬리법 규제준수
(Sarbanes-Oxley Compliance)

Other Services

• 일반회계기준, IFRS 및 외국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지원

• 회계· 재무 및 원가관련 각종 자문

• 재무예측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내부통제 및 절차 자문

• 경영평가 및 내부감사

• 상장 및 자본시장 관련 자문

• 기업지배구조 개선 자문

• ‘사전 합의 절차
(Agreed Upon Procedures)’ 수행

•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서비스

IFRS 서비스

• IFRS 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 IFRS 연결 솔루션 및 연결 패키지 구축 서비스

• IFRS 시스템 자문 및 구축 서비스

• IFRS 공정가치 평가모형 개발

• IFRS 제·개정 도입자문 서비스(IFRS 4,9,15 등)

OUR SERVICES

혁신적인 감사기법 Deloitte Audit으로 서비스의 차별화를 실현합니다

투입 전 절차/ 
투입 승인

감사 방법론

검토 완료 및 
보고

계획된 감사업무
실행

입증 감사
계획 수립

내부 통제의 
검토 및 운영 평가

(필요 시)

리스크 평가 
실시

1
2

3
4

5

6



Enterprise Risk Services(기업리스크자문)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화학물질 관리 

•에너지·온실가스 관리 

•식품 의약품 안전 관리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진단 및 전략 수립 

•지속가능경영 정보시스템 구축 

•사회적 책임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 및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 서비스

• 전사적 리스크 관리 

• 사업연속성관리 체계 구축 및 인증 지원

• 위기관리 시뮬레이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법률 및 규제준수(Compliance) 리스크 관리

• 재무 리스크 관리

• 리스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 수주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 투자사업 리스크 관리

• 평판 리스크 관리

• Supply Chain 리스크 관리

• 영업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내부감사 서비스

• 내부통제 진단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

• 내부감사 아웃소싱(Co-sourcing/ Outsourcing)

• (해외)자회사 내부감사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 Data Analytics를 활용한 내부감사 컨설팅

•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종합 감사정보 시스템 구축

• 내부감사 품질평가 및 전략 수립

• 부정 감사 및 부정위험관리 컨설팅

계약 리스크 관리 서비스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리 

•로열티 관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관리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광고·마케팅 비용 적정성 검토 

•협력업체 계약 의무 준수 적정성 검토 

•전략물자 관리 

시시각각 변모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는 기업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기업리스크 자문본부에서는 딜로이트의 “Risk Intelligent EnterpriseTM”를 기반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기업의 생존과 장기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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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alue Drivers
and 4 Enablers

전략 수립 및 실행

• 재무전략 및 재무조직 설계

• 사업계획 및 예산관리

• 시나리오 경영 체계

Planning &
Strategy

성과관리 및 의사결정

• 성과 및 리스크 동인 관리

• 구분회계

• 통합정보 분석

• 연결 수익성 분석

리스크 관리

• 현금흐름 및 환 포지션 관리

• 해외 자회사 리스크 관리

재무업무 효율화

• e-AccountingPerformance 
& Monitoring

재무보고 및 공시

• 연결시스템 및 ERP 고도화

원가관리

• One Structure 원가관리

• 전사적 원가절감

Operation

Close, 
Consolidate
& Report

Transaction
Processing

Systems &
Information

Finance 
Organisation

Policy &
Process

Talent &
People

Strategy &
Execution

Regulation
& Governance

Risk, 
Controls &
Capital

Performance &
Decisions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CISO 전략 및 정보보호 전략 계획 수립
(Security & Privacy ISP) 컨설팅

•정보보호(내부) 정기 감사 서비스

•정보보호 아키텍처(Architecture) 진단 및 
합리성(Rationalization) 컨설팅 

•정보보호 기술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 진단 컨설팅

•개인정보보호(PIMS), 개인정보보호인증제(PIPL),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및 기타 인증(ISO 27001,
BS10012) 대응 및 컨설팅 

•산업기밀 유출 방지 컨설팅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 컨설팅

정보시스템 리스크 관리 서비스 

•디지털 운영 리스크(Digital Operational Risk) 
관리체계 진단 및 전략 수립 컨설팅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진단 및 정기감사 서비스

•IT 서비스 조직의 통제에 대한 인증 서비스

•IT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및 품질 관리 컨설팅

•인수·합병 시 IT 부문 실사(Due Diligence) 및 
합병 후 시스템 통합 컨설팅

•시스템 설계 및 구축 자문 서비스

Finance Transformation(재무혁신)

FT서비스는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 정보를 CFO를 포함한 경영진에게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통합경영관리체계의 완성을 목표로 합니다.

고객의 리스크와 기회를 적시에 발견하고 대응합니다



비즈니스 세무 서비스

• Compliance 서비스

• Restructuring 서비스

• R&D and Government 
Incentive 서비스

• 주식가치평가 서비스

• 일반 세무자문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제조세 통합지원센터
(AP-ICE) 운영

M&A 관련 세무자문

이전가격 서비스(Transfer Pricing Services)

상속·가업승계·증여 세무자문

금융기관 세무자문  

• 국내 금융기관 세무자문(해외 진출 포함)

• 외국계 금융기관(Banking/ Securities/
Insurance) 세무자문

• 각종 펀드의 국내외 투자

FATCA 및 FBAR 관련 세무자문2

• FATCA관련 세무자문

• FBAR관련 세무자문 및 해외금융자산 신고대행

지방세 자문 서비스

모의세무조사 및 예규질의 서비스

세무조사 지원 서비스

조세불복 서비스

국제조세 서비스

• 내국법인 해외투자 세무자문

• 외국법인 국내투자 세무자문

• 외국인투자법인 각종 조세감면 세무자문

• 그룹 세무관리 시스템구축 서비스(CRS)

• 비즈니스 모델 최적화 서비스(BMO)

• 전략적 국제조세 검토 서비스(ISTR)

• BEPS 세무자문 및 전략적 대응1

비즈니스 프로세스 솔루션

• 재무· 회계·자금·급여·인사·세무·관리 등의 
아웃소싱 서비스

• 외국인투자법인 / 외국법인 국내지점· 연락사무소의 

설립·운영·청산업무

Global Employer 서비스

• 해외주재원 등 파견 임직원에 대한 세무신고 및 
세무관리 

• 글로벌 급여, 복리후생, 보상체계 관리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국가간 상이한 조세제도 및 

디지털 재화·서비스의 존재 이전 종전 국제조세제도의 허점을 이용, 소득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조세회피를 말합니다. BEPS의 방지를 위해 각국 

과세 관청들이 국제공조를 천명했는데, 딜로이트는 이 같은 세제변화가 

고객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무자문본부는 급변하는 고객의 비즈니스 환경 분석을 통해 기업경영에서 발생하는 세무관련 위험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선의 절세효과와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딜로이트 세무전문가들이 보유한 풍부한 경험과 방대한

글로벌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딜로이트 전문가들은 고객의 일을 내 일로 여기는 ‘Practice Ownership’의 

자세로 고객과의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며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ax(세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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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절세효과·기업가치 극대화를 실현해 드립니다

국제거래와 투자 기회 증가로 고액 자산가 및 가족의 국가간 이동이 증가됨으로써 

이에 따른 국제조세 관련 다양한 이슈가 양산되는 가운데, 특히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신탁법 전면 개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강화, 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FATCA) 체결로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포함)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FBAR) 등 

조세 이슈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본 법인은 미국 딜로이트와 미국 소재 법무법인과 

함께 FATCA 및 FBAR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 2



재무자문본부는 업계 최고 수준의 업무수행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사 및 금융기관 등이 당면한 재무활동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기업금융자문, 구조조정자문, 실사 및 가치평가, 포렌직(Forensic), 부동산, 인프라사업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 M&A와 관련한 자문업무는 재무자문에서부터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자문, 거래구조 수립 및 

거래종료 후 관리영역에 이르기까지 M&A 전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해 드리며, 기업 구조조정 및 회생절차 관련 

자문과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 매각자문 등 구조조정 전 과정에 대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국내외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한 다양한 포렌직 및 분쟁조정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부동산 및 인프라 사업 부문과 관련해서는 

특화된 산업별 전문 서비스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inancial Advisory(재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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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원하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M&A 
Corporate 
Finance

M&A 
Transaction

Restructuring

Real Estate

Valuation

Forensic

Infrastructure
Advisory

기업금융자문 서비스

• M&A 계획 수립 및 대상 선정

• M&A 대상 접촉 및 딜 구조 설계(Deal Structuring)

• M&A 거래 협상수행 및 거래종결 지원 

• 인수 후 통합계획 및 실행· Exit 전략 수립 및 실행

• 투자유치 및 자금조달 자문

M&A 거래자문 서비스

• M&A 재무실사 및 관련 자문(매수·매도)

• M&A 거래구조 수립 자문

• 부실채권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매각 및 인수 실사

• 투자평가모델 수립 자문

• 추정 재무정보의 작성 및 검토 자문

• 거래종결 지원(계약서 검토 등) 및 인수 후 통합·운영 관련 자문

구조조정자문 서비스

• 채권금융기관의 기업 구조조정(자율협약, 워크아웃 등) 
관련 자문

•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M&A, 투자자 유치 등 
관련 자문

•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관련 자문 및 회생기업 M&A, 
투자유치 등 관련자문

• 부실채권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권 매각 및 
인수 자문

기업가치평가 서비스

• M&A 가치평가 및 투자분석 서비스

• 재무 보고 및 외부 공시용 가치평가 

• 추정 재무제표 작성 및 재무 모델링 

• 지적재산권 및 무형자산 가치평가 

• 소송지원 관련 가치평가

Forensic 서비스

• 컴퓨터 포렌직(Forensic) 및 e-Discovery 서비스

• 기업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 및 부정방지 프로그램

• IT 내부통제 등 정보보안 서비스 및 위기관리 컨설팅

• 법규 및 규정위반 조사 서비스(미국 부패방지법, 영국 
뇌물공여금지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 기업 분쟁 및 소송관련 자문

부동산 그룹 서비스

• 부동산 및 관광·호텔·레저사업(THL) 개발계획 및 사업계획, 
시장조사 자문

• 부동산 개발 및 투자구조 수립 자문, 투자금융 타당성 분석

• 부동산 재무실사 및 가치평가 자문

•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투자유치 자문

• 부동산 매수 및 매각 자문

•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골프장 구조조정 등) 매각 및 정상화 자문

•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 및 기업 부동산 전략적 자산관리 자문

인프라사업 관련 서비스

• 민간투자사업 및 산업단지 등 사업계획서 작성 자문

• 인프라사업 타당성 분석 및 협상 자문

• 인프라사업 금융자문 및 M&A 자문



계리& 보험 솔루션/ Actuarial & Insurance Solutions

급변하는 금융 환경하에 보험사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계리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팀과 함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 Data Analytics

내부 비즈니스 데이터와 다양한 소스에서의 내·외부 빅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결합하고, 고도의

통계적·수학적 분석을 통해 조직 내 모든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하는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전 산업을 망라해 Customer Marketing, Supply Chain, Finance, Risk, Workforce

등의 분야에서 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운영혁신을 지원하며, Digital Conversion, Internet of

Things(IoT) 등 신규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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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컨설팅)

기업전략/ Corporate Strategy

급변하는 기업 경쟁환경에서 경쟁사 대비 탁월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 해외시장 진출 및 확대 전략, 신사업 진출 전략, 마케팅 전략

등의 영역에서 최고 경영진의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운영전략/ Operation Strategy

기업의 CXO(CFO, CIO, COO, CMO) 관련 기능 향상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IT 솔루션과 함께 

제공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고객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운영효율성 향상에 관한 전문성과 고객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결합한 서비스는 고객의 경쟁우위

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Human Capital

조직 및 인사와 관련한 광범위한 영역의 이슈에 대한 자문을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유 인력의 성과 향상을 극대화함으로써 고객의 사업 성장과 경쟁우위 확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금융 서비스/ Financial Services

금융기관의 고객관리, 마케팅, 상품개발 및 처리 업무, 리스크 관리, 그리고 자산운용의 모든

프로세스 관련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는 방식의 변화

를 통한 미래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경영에 따른 일관된 프로세스 정립 등 최근의 금융기관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에 강점이 있습니다.

컨설팅 본부는 비즈니스 환경과 조류를 읽는 안목으로 전 분야에 걸쳐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컨설팅을 제공해 드립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전문가들은 소비재

및 물류산업, 금융산업, 제조업 등 특화된 산업전문가 그룹과 함께 각 산업에 최적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급변하는 시장 변화 및 트렌드에 고객들이 기민하게 대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전문화 ·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디에이 솔루션스/ DA Solutions

기업의 회계감사 및 컨설팅 업계를 선도해 온 딜로이트 코리아 및 딜로이트 컨설팅의 

자회사로 딜로이트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빌링 시스템, ERP 시스템 및 고객 요구사항에

의한 순수 개발 분야와 정보시스템의 운영 유지보수 분야에서 최신의 기술과 노력으로 

성공적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또한 글로벌 딜로이트의 다양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창의적이고도 진취적으로 시스템 구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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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전략 및 통합/ Technology Integration

다양한 산업군의 고객 비즈니스 최적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IT 활용전략을 제시하며, IT

전략자문, Architecture 수립에서 IT 시스템 구축 및 관리까지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

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검증된 방법론을 활용, 통합적인 관점의 IT Transformation 서비스

를 제공합니다. 특히, 고객 경험을 바탕으로 한 CRM, Customer Care, Billing, Order, 

Workforce Management 등에 대한 프로세스 개선과 대규모 IT 구축,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어플리케이션/ Enterprise Applications

기업의 복잡한 비즈니스 이슈들을 산업별 전문지식 및 글로벌 혁신 사례를 활용해 최적의 

경영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경영 인프라 설계와 구축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가장 빠른 시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ERP(전사적 자원관리), FCM(재무기획), SCM(공급망 관리), MDM

(기준정보관리), BI(경영정보관리), Digital Market Place / Enterprise Portal 등 대규모 

어플리케이션 구현과 구현 후의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 수익성, 생산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Deloitte offers the 
solutions you need to 
create and inno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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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ervices Group

GLOBAL 
SERVICES

딜로이트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성공적인 글로벌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34개국 38개 도시에 

코리아 데스크(Korea Desk)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글로벌 사업본부

(Korean Services Group)를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본부는 전 세계 코리아 데스크에 대한 창구로, 효율적인 

지원 및 조정을 통해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본부 및 각국의 코리아 데스크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의 법인·지점 설립 컨설팅부터 

법인설립 후의 세무자문, 감사업무, M&A 자문, 전략 컨설팅 등이 현지에서 보다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어를 이용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지의 딜로이트 회원사와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현지 실정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미주, 아프리카의 주요 도시로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LATCO 
13 Countries

Mexico Mexico City, Tijuana, Monterrey

Canada Toronto

USA New York  

China Shenzhen

Indonesia Jakarta

Singapore

USA Atlanta

Brazil Sao Paulo

Japan Tokyo

KSG HQ

China Beijing
China Shanghai

Germany
Frankfurt

Vietnam Ho Chi Minh

New Zealand Auckland

Malta Malta  

India Delhi

CIS Moscow

Australia 
Sydney, Melbourne, Brisbane, 

Perth

Malaysia Kuala Lumpur

   United Kingdom
London

Slovak Republic Bratislava

Netherlands 
Amsterdam

UAE Dubai

Czech Republic Praha(Ostrava)

도시

개국34
38

글로벌 네트워크로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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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컨설팅 서비스

투자 관련 컨설팅 

•한국투자 관련 상담  

•사업전략 및 최적 투자안 검토 

•시장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실사 및 가치평가 서비스 

•M&A 자문업무(투자대상 회사 소개, 딜 프로세스 관리 등)

한국 IPO 관련 업무

•한국거래소와 증권사와의 연계를 통한 한국 IPO 지원 

•한국 내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IPO 감사

한국 진출 및 철수 관련 지원 

•한국에서의 법인·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업무 대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투자 상담 

•일본인 주재원의 비자 취득 대행 

•한국에서의 철수에 관한 업무(청산절차의 대행 업무 등) 

국제거래 관련 컨설팅

•외국환거래에 관한 어드바이스

•국제거래 관련 상담 

아웃소싱 업무 등

기장대행 서비스 

•회계 및 세무전문 지식을 토대로 한 기장대행 서비스
(월차보고 업무 포함) 

•기타 한국 내 경영과 관련한 회계 및 세무 상담업무

급여인사 서비스

•Payroll 서비스(급여계산, 원천징수신고, 연말확정신고, 
사회보험관련 업무 등)

•노무 컨설팅(취업 규칙의 작성 및 검토, 고용계약서의 검토 등)

일본계 기업 만족 서비스

•일본어 뉴스레터 제공(월간 및 비정기) 

•세무, 한국투자환경에 관한 일본어 간행물 제공 

•개정세법, 회계기준 등에 관한 일본어 및 
한국어 세미나 개최

Japanese Services Group
일본계 기업은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함에 있어 문화, 언어 및 지역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므로, 문제 대응에 있어

하나의 창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업본부(Japanese Services Group)은 이 같은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효과적인 일본어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일본계 기업 서비스 전문가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 및 국제거래 관련 서비스

세무신고업무 대행 및 자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무신고 대행 

•세무관련 자문 및 Opinion Letter 제공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청구

•세무조사 대비를 위한 사전진단 서비스

국제조세 관련 서비스 

•이전가격세제 관련 자문 및 실무대응 

•APA(사전승인제도) 관련 자문 

•일본인 주재원의 소득세 신고 및 상담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 측면에서의 전략수립 및 자문

한국 투자 관련 세무자문

•투자방법에 따른 세무 리스크의 검토 및 세무전략 수립

•조세감면 신청관련 자문 및 신청 대행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세무실사 서비스

회계 및 감사 서비스

감사 서비스

•한국법률에 근거한 법정감사 

•재무제표 신뢰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임의감사 

•모회사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패키지 검토 및 

Clearance Letter 제출

•로열티 감사

•기타 특정목적 감사

내부통제에 대한 감사 서비스 등

•한국 법률에 근거한 K-SOX에 대한 검토

•일본 모회사의 J-SOX 대응을 위한 감사 및 검토

(의견제출업무 포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지원

•업무 감사·부정적발 감사·내부통제 개선 자문업무 등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제공업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 및 구축 서비스

•일본 모회사의 IFRS 도입 로드맵에 부합하는 

IFRS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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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서비스 

•법률에 근거한 법정감사

•외국회계기준(US GAAP, IFRS)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특정목적 감사

•재무정보 인증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서비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 및 구축

•IFRS 개정관련 자문

내부통제 및 절차 자문  

•업무감사

•부정적발 감사

•내부통제 개선 자문 등

IPO 관련 업무

•상장 가능성 검토 및 상장 전략 수립

•상장을 위한 내부회계제도 구축 자문 
및 운영 감사

•상장 회계감사

세무신고업무 대행 및 자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세무신고 대행

•세무 관련 자문 및 Opinion Letter 제공

•세무조사 대응 및 조세불복 청구

국제조세 관련 서비스

•국제거래에 대한 세무 측면에서의 
전략수립 및 자문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자문 및 실무 대응

•APA(사전승인제도)에 대한 자문

•타국가 주재원의 소득세 신고 및 상담

투자 관련 세무자문

•투자방법에 따른 세무 Risk의 검토 및 
세무전략 수립

•조세감면 신청관련 자문 및 신청 대행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Tax Due Diligence

투자 관련 컨설팅 서비스

•투자 관련 상담

•사업전략 및 최적 투자안 검토 

•시장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Due Diligence 
및 Valuation

•M&A 자문(투자대상 회사 소개, 
Deal Process 관리 등)

진출 및 철수 관련 지원 업무

•타국가에서의 법인·지점 및 연락사무소 
설립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투자상담

•타국가에서의 철수에 관한 업무 
(청산절차의 대행 업무 등)

•기타 타국가 진출 및 철수에 대한 상담 업무

국제거래 관련 컨설팅

•외국환거래에 관한 자문

•국제거래 관련 상담 

컨설팅

•기업전략

•운영전략

•인적자원

•기술전략 및 융합

•계리&보험 솔루션

China Business Center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고도 성장함에 따라 한중 교류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국 비즈니스센터(China Business Center)는 회계, 세무, 산업 및 지역 전문가들과

양국 딜로이트 회원사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그리고 공동으로 

발생하는 비즈니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비즈니스센터에서는 한국에 

진출한 중국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Our clients benefit from the breadth and diversity of
our resources in helping them manage their growth
and broaden their presence in the glob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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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및 윤리

법인 임직원이 전문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높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세계적 수준의 

윤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내부통제절차를 설계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위험관리체계

법인의 주요 사업위험에 대한 위험완화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위험관리활동을 수행하며, 그 결과는 법인 사업전략과 방향에 

대한 경영진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됩니다. 

보안.개인정보 보호 및 고객비밀정보 보호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통합 리더십을 강조하는 

정보보안 조직을 설계하고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전략을 

실행합니다. 고객서비스는 고객과의 약속이며, 그 약속의 

시작은 고객의 정보보호라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전문가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규제 및 법률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적용되는 국가법률 및 전문규정

을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국내외 규제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험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사업 및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규제기관과 

효율적인 관계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서비스 품질 및 위험관리

품질관리실에서는 감사본부와 관련한 품질 및 위험관리와 

의사결정을 감독하고 관련된 규정, 규칙, 지침의 실행과 효과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합니다.

비감사서비스 품질 및 위험관리

회계감사 외에 법인이 제공하는 기업리스크자문, 세무자문, 

재무자문, 컨설팅 등의 비감사서비스에 대한 품질 및 위험관리를 

감독하고 관련된 규정, 규칙, 지침의 실행과 효과성을 평가 및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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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보호·전문가 윤리 준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REPUTATION 
AND RISK OFFICE

Reputation and Risk Office(RRO)는 딜로이트의 전사적 위험 및 품질관리와 공공이익으로 대변할 수 있는 법인의 명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법인이 높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끊임없는 품질과 브랜드 유지 및 향상을 기반으로 법인의

가치를 증대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RRO는 품질

및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 실행 내용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통해 업무 품질개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법인 구성원 모두 고객정보보호를 우선시하고 관련 법규와 전문가 윤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회계법인·컨설팅 기업으로 영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Risk Structure 

Reputation & Risk 
Office

CEO

Board

Risk Committee

Executive Committee

Enterprise Risk
Framework

National Risk ManagementCompliance

Regulatory
Cross-Border

Client 
Contracting

Confidentiality Privacy Security

Background
Checking Legal & Claims

Crisis 
Management &

Business Continuity

Independence

Ethics

Functional Quality & Risk Management

Audit 

Global IFRS & Offerings Services

Enterprise Risk Services, Tax, 
Financial Advisory, Consulting



21

LCSP(Lead Client Service Partner)와 실행팀

LCSP는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및 컨설팅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각 산업 전문가들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상시 실행팀을 운영함으로써 고객 서비스 전반을 리드합니다. 또한 LCSP는 고객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고객의 니즈에 대해 적시(Timely)에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확보한 전문가들입니다.

LCSP와 실행팀은 고객의 비즈니스와 산업에 대한 끊임 없는 연구는 물론 고객의 고민을 함께 하며 고객의 

니즈를 기민하게 파악함으로써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및 컨설팅 등 영역별로 특화된 종합서비스와 각 

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고객사의 관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 세계 딜로이트 

회원사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경험의 공유를 바탕으로 하는 차원 높은 

전방위적 서비스는 고객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앞당겨 드릴 것입니다.

특화된 고객서비스 책임제도(LCSP)로 비즈니스 성공을 리드합니다

CLIENT PROGRAMS
딜로이트는 급변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자 특화된 고객서비스 책임제도(LCS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책임제도란 각 고객 

그룹(Client Group)을 전담하는 파트너를 지정, 고객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관리체제

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고객 관리를 통한 고객 니즈의 정확한 파악은 물론 종합적인 접근(Approach)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 제시와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산업분야를 7가지로 분류하고 산업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해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인사이트를 갖춘 전문가들은 분야별 특성에 기반,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산업별 챔피언 프로그램을 통해 각 산업분야 및 

하위 산업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딜로이트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등 딜로이트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풍부한 노하우 역시 딜로이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INDUSTRY 
PROGRAMS

7대 산업별 전문인력이 글로벌 환경에 맞는 심도 깊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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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물류 및 소비재 산업
CB&T:Consumer Business & Transportation

CB&T산업은 우리 생활 및 문화와 가장 밀접하며 소득 수준

변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시장에서는 글로벌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CB&T 본부는 고객사의 경제

위기 상황 극복과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에서부터 원가

절감을 포함하는 단계별 혁신(Process Innovation), 데이터

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세무전략 수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딜로이트 회원사들과

산업 전반에 대한 최신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 산업

E&R:Energy & Resources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에너지와 자원의 확보는 미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효과적인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Mining, Oil & Gas,

Power & Utilities 및 Water Treatment 부문 등에서 

하나의 통합된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 및 전문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에너지 및 자원산업 본부는 

회계감사, 세무, 사업타당성 분석, 인수합병, 가치평가업무,

ERS(Enterprise Risk Services), 전략 및 인사, IT 컨설팅 

분야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경영 솔루션과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
FSI: Financial Services Industry

딜로이트의 금융산업 전문가들은 은행, 보험, 증권, 캐피탈,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에 대한 축적된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심도 있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에 특화된 금융산업본부를 

별도로 조직·운영함으로써 풍부한 인력 풀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LSHC: Life Sciences & Health Care

딜로이트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산업과 관련해 병원, 제약사, 바이오 벤처, 보험사,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세무, 재무, 컨설팅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미, 일본 등 글로벌 생명

과학 및 헬스케어, 컨설팅 시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산업 이슈와 시장의 변화에 

고객사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PS: Public Sector

제반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로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및 규모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은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불필요하거나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 폐지 등 공공기관의 

위상 정립과 관련한 이슈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책임경영체계 정비 및 조직·인력 운영효율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공공부문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부문이 부딪히고 있는 주요 이슈, 공공부문의 특성 및 

정책 방향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정부기관과 공공

기관에서 축적한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선진화된

회계감사, IT 계획 및 구축과 제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MFG: Manufacturing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산업 및 지역, 

특화된 사업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기반으로 ‘360°

Thinking’ 관점에서의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회계감사와 세무자문 외에도 원가절감, 사업타당성 검토,

M&A 자문과 실사, 차세대 성장전략 수립 및 경영위험관리

등 다양한 경영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화학, 부품·소재산업

분야에서 검증된 우위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TMT: 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산업 본부는 국내외 포춘 글로벌

500의 TMT 산업 내 90% 이상의 기업에 전략 수립에서부터

회계감사, 재무자문, 프로세스 정립, IT 계획 및 구축에 이르는

서비스 제공 경험을 보유한 우수 전문인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서베이, 연구, 행사 주최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지원함으로써 변화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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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Review
딜로이트 글로벌의 산업 이슈와 인사이트

Deloitte Review는 딜로이트의 특장점인 Thought Leadership을 녹여내는 간행물로 이미

영미권을 중심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한글 번역본을 통해 딜로이트 

고객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내 독자들에게 좋은 반향을 일으키며 딜로이트가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의 고급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애널리틱스(analytics)는 물론 경제,

재무, 정부, 혁신, 리스크, 전략, 지속가능성, 기술, 탤런트 등 다양한 분야의 최신 이슈들에

대해 순수 이론적인 면보다는 실무경험에 기초한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Deloitte Anjin Review
기업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한 산업 트렌드 제공

Deloitte Anjin Review는 기업의 오피니언 리더들께 시의 적절하고 유의미한 산업 이슈와

경영 지식을 제공하고자 분기별로 발행하는 저널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의 대·내외 

환경에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산업 이슈에 대한 법인 산업 전문가들의 

시각을 담은 Industry Highlights 섹션을 비롯해 최신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시각을 담은 연구자료 등을 담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는 Business Focus 섹션에서는 손에 잡히는 경영 노하우를 제공해 

드립니다. 분기별로 발행되는 Deloitte Anjin Review를 통해 산업 정보와 최신 비즈니스

트렌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Deloitte Newsletter
딜로이트 뉴스.업계 소식 등 다채로운 콘텐츠

Deloitte Newsletter는 2개월에 1회 고객에게 발송되는 격월간 뉴스레터로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 전문가들이 업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산업 트렌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국내 소식을 전하는 ‘딜로이트 뉴스’를 

비롯해 딜로이트 글로벌이 발표하는 각종 산업 이슈와 트렌드, 전망을 담은 ‘딜로이트 

글로벌 리포트’, 법인의 전략적 서비스를 소개하는 ‘딜로이트 서비스’, 회계업계와 컨설팅 

업계의 최신소식을 전달하는 ‘업계 주요 뉴스’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고객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Korean Tax Newsletter
가장 신속한 세무소식

세무자문본부에서는 세법 개정, 최신 판례, 과세관청 동향 등 고객들에게 세무뉴스를 

적시에 알려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뉴스레터를 메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5,000여 명에

달하는 기업의 세무·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국문 뉴스레터(국내기업 위주)과 영문 

뉴스레터(외국투자기업 위주) 및 관세업무 뉴스레터(Customs Newsletter)를 매월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밖에 Global Tax, M&A Tax, 관세, BPS/GES, PCS 등 각 분야별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Tax Alert 형태의 뉴스레터를 비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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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EVENT&TALENT
지역사회와의 공유가치 창출을 생각합니다

Better 
Connected

>

딜로이트는 1997년 ‘봉사활동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지향하는 

사회공헌활동(CSR)은 조직이 앞선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건전한 상생활동으로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50여 개 회원국 회원사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특히, 프로보노(pro bono; 전문적인

지식이나 서비스를 공익 차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활동) 

운동의 일환으로 금융산업의 특성을 살린 전문가 

재능기부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Deloitte Impact Day는 각국 회원사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전개하는 날로 국내에서도 

매년 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와의 공유가치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사회공헌활동

•1997년 사내 공식조직 ‘봉사활동위원회’ 발족

•전 세계 회원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Impact Day 

•국내 회계법인 최초로 사회적 기업과 결연해 

경영자문 제공

•소년소녀가장 돕기/ 독거 어르신 지원/ 

중증 장애우 지원

•불우 청소년 장학사업/ 다문화가정 어린이 지원/ 

저소득층 어린이 방과후 활동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청소년 경제교육/ 

녹색환경보호 등

활발한 전문가 재능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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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세미나 개최

딜로이트는 창의적인 마인드를 근간으로 

기업과 조직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차원에서 매년 딜로이트 포럼을 열어 

사회적인 현안을 주제로 국내외 주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식견과 안목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여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론매체에 칼럼 등 기고 활동과 

인터뷰 등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도덕성, 책임감, 팀워크, 상호존중 등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가진 인재를 지향합니다.

도전정신과 창의성

최고를 목표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며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불굴의 도전정신과 열정을 가진 인재,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으로 창의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를 지향합니다.

전문성과 글로벌 마인드

자신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를 다양한 분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인 감각 및 정보화 역량을 
가진 인재를 지향합니다.

딜로이트 인재상

딜로이트는 우리와 함께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고객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발전적인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가로서의 도덕성과 책임감 등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그 인재들은 딜로이트가 지향하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공유가치 창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Get the
best results
with our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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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e what
you could do
with the right
partnership.
Then make it
happen.

contact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Deloitte Anjin LLC

딜로이트 컨설팅
Deloitte Consulting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12층
Tel: 02) 6676 -1000
Fax: 02) 6674 -2114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6층
Tel: 02) 6676-3800
Fax: 02) 6674-8700

www.facebook.com/deloittekorea

www.deloit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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