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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 Reputation Risk
(전략·평판리스크)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에 지속적이고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사회)을 지원합니다.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및 이사회 진단/평가/전략 수립 서비스
기업의 지배구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비즈니스 성장 전략적 관점에서 진단과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공시 및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ESG 현황 진단 및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체계적인 ESG 공시 및 외부 평가 대응을
지원하고, 대내외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회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통합보고서(Integrated Reporting) 작성 자문 및 지원
조직이 통합적 사고를 통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통합보고를 통해 기업성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사적 리스크 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서비스
기업이 직면한 핵심 리스크를 전사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 통합된 리스크
Portfolio, 전사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 프로세스 및 R&R, 리스크 관리 인프라 및 자동화
솔루션을 기업의 특성과 Align 되도록 정립하여 실효성 있는 리스크 대응 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통합 위기 관리(Crisis Management) 서비스
재난, 재해/지정학적 위기, 브랜드/평판 위기, 금융/재정위기 등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에 대해 Readiness/Response/Recovery 단계별 위기대응 체계 구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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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서비스
화재/폭발/지진/전염병/테러 등 예측 불가능한 극단 손실사건으로 기업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위기상황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기업의 핵심기능을 재개/복구/정상화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급망 리스크 인텔리전스(Supply Chain Risk Intelligence) 서비스
공급망 중단 위기에 대비하여 공급망의 잠재적 리스크 식별/가시화, 공급망 유연성 확보 및
협업, 통합 모니터링 및 적시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망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속가능경영(Sustainability) 통합 전략 체계 구축 서비스
지속사능경영 비전 및 미션 수립, 지배구조 개선 및 책임/윤리/투명경영 내재화, CSR
모니터링 등 이해관계자 이슈 통합형 지속가능경영전략 방향성 수립 및 성장 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Creating Shared Value)
전략 및 신시장 진출 모델링
비즈니스 리스크 및 기회 요인에 대한 진단/분석,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연계한
CSV 전략 수립 및 민관협력(PPP) 모델 및 파트너십 기반의 신시장 지출 모델링을 제공
합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 활동에 대해 통합적으로 측정, 평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평가
Toolkit을 개발하고, Impact 중심의 측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및 기후변환 전략(Energy & Climate)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진출 서비스 지원, 국내외 탄소 규제 대응 지원,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 대한 리스크 전략 수립 및 자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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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측정 및 평가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 활동에 대해 통합적으로 측정, 평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평가
Toolkit을 개발하고, Impact 중심의 측정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 구축을 지원합니다

환경, 보건, 안전(EH&S)
지속가능경영 기반의 EH&S Compliance Programs 운영 지원, 통합 EH&S 운영 체계
구축 지원, 해외 관리 프로세스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Location Intelligence
75,000개 소스의 글로벌 정보 Alerts를 통해 조직별 Data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합니다.

Predictive Social Intelligence
하루 1억 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향후 72시간내 추이를 예측하여
필요 정보를 제공합니다.

Financial Monitoring
재무정보, 시장리스크/글로벌 금융범죄, 특수 상황을 암시하는 패턴 및 추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Near-term Horizon Scanning
전 세계 34만개의 데이터 소스를 검색, 잠재적인 중단에 대한 조기경보 Signal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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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ory Risk (규제리스크)
규제준수전략 서비스
딜로이트는 다양한 법규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규제리스크를 식별,
평가, 모니터링하고, 사건 발생 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실행 가능한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구현하여 규제 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변화 역량을 내재화 혹은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준법경영체계 구축 서비스
준법경영체계 구축을 통해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법규 위반에 따른 민·형사적 소송이나
행정상의 제재로 인한 재무∙비재무적 손실과 평판 저하 등의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예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준법경영체계 구축 서비스-1. 전략 수립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
•
•
•

글로벌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전략 벤치마킹
컴플라이언스 전략 및 정책 수립
컴플라이언스 Due Diligence 지원
컴플라이언스 지원 IT 시스템 구축

준법경영체계 구축 서비스-2.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및 체계 구축
컨설팅
•
•
•
•
•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 실사/진단
공정거래법 핵심 리스크 정의 및 Mitigation Plan 수립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공정거래 리스크 프로파일링, Action 매뉴얼,
교육자료)
CP(Compliance Program) 운용 성과 보고서 작성 및 CP 등급 획득 지원
공정위 조사 및 조치사항 대응 지원

준법경영체계 구축 서비스-3. 인권경영 체계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컨설팅
•
•
•
•

인권경영 전략체계, 운영지침, 운영모델, 로드맵 수립
인권영향평가지표 및 체크리스트 개발
인권경영 수준 진단, 인권침해 구제 프로세스, 인권개선 프로그램 개발
인권경영 보고서 작성 및 경영평가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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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경영체계 구축 서비스-4. MP Compliance 체계 수립 및 Data Integrity
달성 (제약, 바이오)
•
•

KGMP 최적화 및 CGMP 규제 대응을 위한 Compliance 진단
GMP Governance 체계 수립

•
•

Data Integrity 전략 수립 및 IT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CAPA Plan Monitoring 을 통한 Inspection 및 Audit 대응

규제대응 컨설팅
현재 또는 장래의 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변화관리 프로세스 실행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Financial Risk (재무리스크)
변화하는 시장환경과 규제 및 기업의 내부상황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및 예측기법을 통해
재무변동성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중장기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시장 및 신용리스크 컨설팅
시장리스크 및 신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와 프로세스 정립, 리스크 측정 모델 구현,
리스크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최소자본/유동성/자금 리스크 컨설팅
최소자본/유동성/자금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와 프로세스 정립, 리스크 측정 모델 구현,
리스크 관리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무보고 리스크 컨설팅
기업 내부 및 외부 보고자료의 투명성과 신뢰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무보고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 딜로이트의 선진화된 리스크 관리 기법을 통해 금융기관의 규제자본,
내부자본에 대한 관리 방향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최적화된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
•
•

BIS 비율(은행), NCR(증권), RBC(보험) 등 규제자본 산출 체계 수립 및 감독기관
승인 지원
금융기관 내부 리스크 측정 모형, 시스템 개발 및 검증 지원
유동성, ALM, 충당금 위한 RC 산출 등 리스크 관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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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otic Process Automation(RPA, 로봇 사무업무 자동화) 컨설팅
딜로이트의 풍부한 경험과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정교한 RPA 도입 기법을 통해 기업의
사무 업무 자동화를 최적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또한 자동화 도입 후, 기업의 자체 운영을
위한 RPA 운영 모델(RPA Operating Model) 설계 및 체계 수립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RPA 운영모델 수립 컨설팅: 로봇 도입 이 후, 운영조직/운영프로세스/가버넌스
/운영인프라 관점에서 기업이 갖춰야 할 운영 체계를 설계합니다.

•

RPA 기술(솔루션) 선정 벤치마킹: 기업의 환경과 목적, 적합도를 분석하여, 최적의
RPA 솔루션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업무를 수행합니다.

•

RPA 자동화 대상 업무 식별 및 평가: 기업 내 사무 인력이 수행하는 수많은 업무를
평가하여 자동화가 가능한 대상 업무를 식별하고 자동화 구현 시 그 효과를
예측합니다.

•

RPA 기반 프로세스 개선 (Process Innovation) 컨설팅: 사무 업무의 자동화는
프로세스 개선과 재설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동화 대상 프로세스에 대한
상세 분석과 자동화를 위한 표준화, 재설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RPA 솔루션 구축 (국내/글로벌): 딜로이트는 전세계 RPA Global Delivery
Center 를 보유하고 있으며, 딜로이트안진은 풍부한 RPA 구축 경험을 통해 고객에게
품질 높은 로봇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라이선스 재판매 (Reselling): 딜로이트는 국내 외 여러 Major RPA 솔루션
사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공급합니다.

•

4 차산업 기술 기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컨설팅: 4 차 산업 신기술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 전략과 구체적인 추진 과제를 도출하여 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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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al Risk (운영리스크)
기업들이 변화하는 대외 규제 환경에 적시 대응하고 감사위원회 중심의 내부감독기구를
보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서비스들을 제공 합니다.

내부감사 서비스
최신 동향 제공, 데이터 애널리틱스 활용, 영역별 아웃소싱, 고객맞춤 서비스팀을 구성하여
내부감사기능의 혁신을 지원합니다.
•
•
•
•
•

내부감사 업무 대행 및 지원
부정 리스크 진단 및 대응체계 수립
부정 사건의 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데이터 애널리틱스 기반의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해외법인 감사 체계 및 내부통제관리 방안 수립 등 해외법인 리스크 관리 지원

K-SOX / US-SOX 지원 서비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 전반의 운영실태평가와 감사
대응을 지원합니다.
•
•
•
•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US-SOX 등 재무보고 내부통제 평가 아웃소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응 위한 제 3 자 검증
내부회계관리조직 성과평가 및 교육 지원 (외부 교육 / 이러닝 프로그램 개발 등)
감사위원회 운영실태평가 및 내부통제 감독 지원

인증서비스
규제기관 및 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내부통제 검증, 회계감사를 위한 IT 및
애널리틱스 지원, 기타 인증 업무를 지원합니다.
•
•

회계감사 지원을 위한 IT 감사 및 정보시스템 내부통제 진단 업무
외부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내부통제평가보고서(SOC Report) 발행 업무
- 재무보고 내부통제와 관련된 외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내부통제보고서(SOC 1
Report)
- 재무보고 내부통제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외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보안성,
가용성, 신뢰성, 기밀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부통제보고서(SOC 2 Report)
* SOC Report: Service Organization Contro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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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자 위험관리 서비스
소프트웨어라이선스, 로열티 및 각종 저작권 소유자의 소유권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급자 및 판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확히 비용/매출을 인식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

소프트웨어라이선스, 로열티 및 각종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용자가
계약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준수 검토 업무
공급자에게 지출된 비용(cost) 및 판매자로부터 수취한 금액(Revenue)이 계약서
기준에 따라 정확히 처리되는지 검토하는 Cost and Revenue Recovery 업무
기타 공급업체 및 판매자와의 계약 준수 검토

운영리스크 서비스
리스크 취합/분류와 적시보고 체계 구축, 비즈니스 프로세스/통제제도에 대한 진단 및
개선사항 도출, 최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
•
•

거버넌스, 인력, 프로세스 및 기술 요소의 혁신 지원
인수·합병으로 인한 비즈니스 운영의 통합을 포함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운영
모델의 평가, 설계 및 혁신 지원
IT 투자와 운영 전략 간의 적합성 평가

Cyber Risk (정보보안리스크)
정보보안 전략 컨설팅
외부 보안 위협 요인 식별과 위험 평가, GRC 솔루션 도입, 투자금액 등을 포괄하는 정보보안
전략을 수립합니다. 조직의 전략적 목표 및 위험 관리 방안에 따른 사이버 전략 프로그램을
수립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정보보호 전략 수립 및 마스터플랜 수립
보안통제구축, 보안관제, 위기대응과 관련된 기존의 IT 보안 정책, 프로그램 고도화를
지원하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법적 의무 준수를 통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고객사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고도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내부 정보시스템 및 조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여 비즈니스 위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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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PCRM (Third Party Cyber Risk Management)
확장된 기업의 개념으로 Third Party 보안진단 (수탁사 및 협력업체 진단), SOC2/3
인증, Web-Trust 인증 등을 통하여 사이버 및 운영상의 위험을 접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지원 합니다.

사이버 보안 컨설팅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추구함과 동시에 정보보안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핵심
리스크 중심의 최적 보안통제 구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사이버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효과적인 통제 방안을 적용합니다.
•

•

•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대응
딜로이트는 GDPR 에 개인정보보호 법령 준수 이상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기업이
소유한 데이터로부터 통찰력(insights)를 얻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GDPR 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보보안 인증 지원 및 상시 보안 자문: ISMS, PIMS, PCI-DSS, ISO 27001 등
정보보안 인증 획득 및 유지를 위한 상시 보안 업무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인증
범위 최적화를 위한 현황 조사 및 개선 자문을 수행하고, 서비스 변경 또는 운영 상
발생 이슈를 검토합니다. 또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인증 심사 준비 및 대응
과정을 지원합니다.
EVA (External Vulnerability Assessment)
Application 및 Mobile App 에 대한 비즈니스 시나리오 기반의 Pen Test,
Infrastructure (DB, OS, Middleware)에 대한 Tool 이나 스크립트 기반의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여, 식별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가이드를 제공하고, 조치 현황에 대한
추적 관리를 지원합니다.

보안관제 컨설팅
다양한 경험과 최신기술을 접목하여 관제솔루션을 개발/설치/운용함으로써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정보보안 위협을 감시하고, 위협 발생 시 필요한 데이터 보호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의 서비스 및 정보자산 대상으로 발생하는 보안 침투를 탐지하고 대응체계
수립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CICs (Cyber Intelligent Center) 보안관제 서비스
딜로이트 사이버 인텔리전스 센터(CIC)는 쉐어드 서비스 제공 모델(shared service
delivery model)을 바탕으로 고성능의 클라우드 분석 플렛폼 환경에서 세계적인
서비스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threat intelligence
서비스는 딜로이트 글로벌 24*7 사이버 대응 팀과 함께 제로데이 위협 인텔리전스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사고대응과 신속한 조치 및 종합적인 위기 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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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대응(Resilience) 컨설팅
정보보안 위기 상황 발생시 대응 및 정상업무 복귀를 위한 절차 마련과 데이터 복구를 위한
방안 수립, 기업 비즈니스 연속성(Business Continuity)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개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

•

침해사고대응 모의훈련 컨설팅
실제와 유사한 침해사고 대응 훈련 (피싱 메일 훈련 등)을 수행하여 임직원들의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훈련은 딜로이트 피싱
서비스(PhaaS)를 통해 협의된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며, 최종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사이버 침해사고 분석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기업 및 브랜드 가치의 손상을 최소화 하고, 서비스
장애로부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지원합니다
보안감사 / Forensic
해킹 등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실제 어떤 서비스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 유출이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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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Analytics (리스크 애널리틱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 중심(Data-driven)의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함에 따라
리스크 관리도 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리스크 애널리틱스는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분석, 리스크 시나리오 설계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적시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기업 위험 분석 플랫폼(Enterprise Risk Analytics Platform) 제공 서비스
•
•

기업 내부 및 외부 파트너(공급자/판매자)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관리 분석 플랫폼
제공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및 다양한 분석 서비스 제공

Risk Sensing 서비스
•
•

기업 내부 및 외부 정보(SNS, 웹사이트, 뉴스 등) 분석을 통한 위험 요소 식별
발생 가능한 이상징후 및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세스 위험 분석 (Process Risk Analytics) 서비스
•
•
•

기업업무 프로세스(구매, 영업, 인사, 자금, 회계 등)상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내부통제 진단
리스크 프로파일링 및 분석 시나리오 설계
주요 경영지표 설계 및 분석을 통한 CxO 지원 서비스

계약 위험 분석 (Contract Risk Analytics) 서비스
•
•

비정형 계약서 주요 항목 자동 추출 및 적정성 검토
비정형 계약서 항목과 실제 지급/수치 내역(AP/AR) 분석을 통한 계약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Cost and Recovery Service)

Post ICFR 을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서비스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에 따른 주요 내부통제 관련 데이터 분석
내부통제 운영 관련 리스크 평가 및 데이터 분석
부정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운영 리스크, 재무보고 리스크 관련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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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igital Transformation 서비스
•
•

•
•

빅데이터 분석: 선진화된 분석 기법 (Advanced Analytics Technique)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성과 향상 및 업무의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설득력 있는 데이터 스토리텔링: 데이터 시각화 (Data Visualization)를 통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다 직관적인 이미지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제공합니다.
숨겨져 있던 통찰력 (Insight) 제공: 시계열 (Trend) 분석, 상관관계 분석, 집계,
비율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 센싱,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문서 기반 업무에서 데이터 기반 업무로 전환: 문서, 이미지, 웹사이트, SNS 등
비정형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분류하고 해석하여 업무에 활용하는 방식의 업무에서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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