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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딜로이트그룹은 FY21코로나 19 팬데믹상황속에서우리그룹은임직원의안전을최우선으로
고려하여선제적인건강보고시스템을활용및대책을수립하여조직을운영하였습니다. 변화한업무
환경에신속히적응함에따라코로나 19로인한비즈니스영향을최소화할수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그룹은 2020년 6월 Deloitte Asia Pacific에합류하였으며, 보다높은품질및고객가치를
제공하기위한기반을마련했습니다. AP 합류이후전문인력뿐만아니라서비스노하우에대한밀접한
공유를통해동반성장을위한협업체계를구축해나가고있습니다. 또한, Stronger Together with AP 

그리고 As One 으로의mindset 강화를위한다양한활동을지속하고있습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은코로나 19로위축된경제상황에서보다더큰성장을꾀하는모멘텀을적극적으로
창출할것이며, “First choice of client” 및 “First choice of talent”을향해최선을다하여나아갈것입니다.

Business 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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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re Services

ConsultingAudit & Assurance Tax 

• 비즈니스세무서비스

•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서비스

• 금융기관세무자문

• Business Process Solutions (BPS) 

Japanese Service Group (JSG)

• 국제조세서비스

• M&A 세무자문

• 세무조사지원 및조세불복서비스

• 지방세서비스

• Global Employer Services (GES)

• 관세자문서비스

Financial AdvisoryRisk Advisory

Assurance Service

• 회계감사/재무제표검토

• 외국회계기준에따른재무제표감사

• 특정목적감사

• 공공부문및 비영리법인감사/검토

• 재무정보인증

• 내부회계관리제도검토

• 사베인스-옥슬리법규제준수
(Sarbanes & Oxley Compliance)

Audit Service

• Accounting & Reporting Advisory

• Accounting Operations Advisory

• Disruptive Events Advisory

• Business Assurance

• M&A 자문서비스

• Valuation Creation 서비스

• Valuation 서비스

• 구조조정자문서비스

• 부동산, 에너지및 인프라자문서비스

• Financial Crisis 서비스

• Human Capital 서비스

• Digital Technology & 
Transformation 서비스

• Strategy 서비스

- Strategy & Business Design
- Merger & Acquisition

• Enterprise Technology 서비스

- ERP 서비스
- System Engineering

• 금융산업특화 서비스

- Digital Business Operations
- Supply Chain & Enterprise 

Performance
- Data & Analytics
- Technology Strategy & 

Transformation /
Cloud Engineering

Accounting & Internal Controls

• 내부감사선진화컨설팅, 아웃소싱
• IT 감사및 내부통제인증 (SOC 등)

• 로열티감사, Software License Review

CSE (Climate, Sustainability & ESG)

• ESG 및 지속가능경영전략
• ESG채권인증및 ESG투자 자문
• 기후변화/녹색/순환경제전략자문

Financial Risk & Regulatory

• 신용ㆍ시장ㆍ운영리스크컨설팅
및시스템구축

• 금융기관내부통제컨설팅
• 규제준수및 대응전략자문

Cyber and Strategic Risk

• 정보보안전략수립자문
• 보안통제구축 / 보안 관제
• 정보보안위기대응자문
• 업무연속성컨설팅

Digital & Finance

• Digital 기반재무전략및업무혁신
• RPA기반컨설팅, 시스템구축
• 인공지능, 머신러닝전략수립, 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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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Overview

코로나-19 팬데믹은심각한사회적불안과격차를초래했으며, 비대면시대의경험은
특히교육의패러다임을바꿔놓았습니다. 정부의사회적거리두기방침에따라학교의대면교육이
장기적으로중단되면서교육불평등을겪는아동과청소년이발생했습니다. 디지털기기가없거나
익숙하지않는학생, 집에서학습을도와줄보호자가없는학생, 도시에비해체험교육이현저히부족한
산간지역학생등비대면학습간이길어질수록학생들간교육적격차(Gap)은깊어질것입니다.

이러한환경속에서딜로이트는교육소외계층에게도고른학습과자기계발의기회가주어질수있도록
다양한활동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딜로이트는WorldClass 프로젝트를통해 2030년까지전세계 1억명의사람들에게미래를위한
긍정의임팩트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한국딜로이트그룹은저소득가정아동과청소년, 장애인, 

새터민을위해학습기회를제공하고직업탐색을위한멘토링, 인턴십프로그램, 체험학습등을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NGO, 사회적기업등다양한파트너기관과연계해지역사회의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한
다양한노력들을전개해나가고있습니다.

이외에도임직원들은대면봉사활동이어려운상황에도만들기활동, 걷기캠페인등비대면으로참여할
수있는다양한봉사활동에참여하며전문가로서의나눔실천에적극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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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Class

WorldClass는교육소외계층에게교육기회를제공하고미래인재를육성하고자전세계딜로이트네트워크가함께진행하고
있는대규모사회공헌프로젝트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도래에도불구하고전세계적으로수백만명의사람들이충분한교육을받지못함으로써열정과
가능성을제대로실현하지못하고낙오되고있습니다. 이에딜로이트는WorldClass프로젝트를통해 2030년까지 1억명의
미래성공을돕는것을공동의목표로삼고있습니다.

균등한교육기회제공은전문가의사회적책임을다하는프로보노활동의궁극적인목표라고할수있습니다. 딜로이트는전
세계 35만여명에이르는전문가들이가진기술과 경험, 전문지식을바탕으로도움이필요한많은사람들의기본교육과
직업기술개발을지원하고있습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역시아동과청소년, 장애인등미래세대를주요대상으로다양한사회공헌프로그램을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에전문가들이직접방문해경제교육과멘토링을진행하고장학금지원을통해학생들이
출소후에도사회에적응하고자립할수있는기회의폭을넓히고있으며,  교육인프라가취약한강원도삼척시도계탄광촌의
어린이와청소년들에게학습지지원과학습을위한거주환경개선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탈북대학생들을위한멘토링및여름인턴십프로그램을기획, 운영하며진로에대한인사이트와경험을제공하고자
노력하고있습니다.

딜로이트는우리사회의미래인재들이성장의기회에가까이접근할수있도록전세계전문가들이가진모든자원과노력을
집중하고있습니다. 딜로이트는인류의미래를위한솔루션찾기에앞장설것이며전문가의사회적책임실천을지속적으로
이어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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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딜로이트한마음나눔

한국딜로이트그룹은전세계딜로이트네트워크와함께하는다양한소셜프로젝트
활동과더불어비영리법인 ‘사단법인딜로이트한마음나눔’을통해보다전문적이고
집중적인사회공헌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사)딜로이트한마음나눔은 2016년딜로이트임직원들이출연해서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매년연말임직원의자발적참여로전달되는기부금과한국딜로이트
법인의매칭펀드로사업을운영하고있으며매년사업규모가증가하고있습니다. 2천명
이상의임직원이기부에적극동참하여아동, 청소년과장애인, 새터민등우리사회에
도움이필요한대상을위한나눔활동에참여하고있습니다. 

(사)딜로이트한마음나눔의주요사업은크게두가지입니다.임직원기부금및법인
매칭금을기반으로지역사회에도움이필요한곳에후원하는사회공헌사업과, 매일을
사회공헌의날로생각한다는개념의 Impact Every Day 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Impact Every Day는매년하루를정해전임직원이봉사활동에참여하던종전의방식을
COVID-19으로인한비대면업무환경이확장됨에따라포맷이변경된형태로딜로이트의
전임직원은생활속에서꾸준하게지속할수있는사회공헌활동속에서긍정의임팩트를
만들어가나가고있습니다.

환경을생각하는걷기캠페인과저개발국가아동들의건강을위한면마스크만들기, 

시각장애인을위한오디오북만들기등딜로이트임직원들은다양한프로그램을참여하며
비대면으로도지속적인나눔활동을진행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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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Overview

지난한해동안국내외에서가장우선적이고시급한과제로떠오른것은바로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학계의연구나국가의외교영역을넘어기업의경영과시민의일상생활에직접적인영향을
미치는이슈로중요성을높여가고있습니다. 이에기후변화에대한대응이더이상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아래각국의정부가주도하는것이아닌, 온지구의구성원이함께참여하고
노력해야하는것이라는공감대가사회와경제·재계전반에확산되고있습니다.

딜로이트는달성가능하고측정가능한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 SBTi)에참여를선언했습니다. 전세계가직면한기후위기를해결하기위해조직내외에서
‘책임감있는선택’을추진하는WorldClimate 전략을론칭했습니다. 딜로이트는 2030년까지탄소배출
제로를달성하기위해다양한정책과액션플랜을준비하고있습니다. 또한, 임직원개개인이기후변화에
관심을갖고지구를위한지속가능한선택을할수있도록교육및캠페인활동을지속하고있습니다.

우리그룹은 2021년 3월, ESG Center를설립하고자문서비스, 솔루션개발, 언론기고, 세미나등을
제공함으로써조직내부뿐만아니라기업, 정부, 지역사회등이해관계자에게지속가능경영에참여할수
있도록전문가적관점을제시하고있습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은탄소배출저감을위한녹색정책, 에코시스템구축등으로친환경경영을더욱
공고히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만들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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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는기후변화에대해 ‘책임감있는선택’을하고,이를선도하기위해
WorldClimate 프로젝트를론칭,기업의사회적책임의범위를환경으로까지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WorldClimate 프로젝트는크게두가지방향, 즉딜로이트의실천과이를통한
개인과세상의변화로구분할수있습니다. 

딜로이트의실천을위한구체적인전략은 2030년까지탄소중립(Net-zero) 달성과경영
활동에서기후변화를완화하기위한정책을수립하고운영하는 Green operations입니다. 

이를통해좁게는임직원개개인이, 넓게는고객, 지역사회등딜로이트의이해관계자
모두가기후변화의심각성에대해인지하고적극적으로기후대응액션플랜에참여할수
있도록지원함으로써우리의임팩트를확장하는것을목표하고있습니다.

WorldClimate의핵심주제는 ‘기후변화에대응하기위한책임감있는우리의선택’입니다. 

우리가일상생활에서매순간선택을하며살고있고, 우리가내리는모든선택과행동은
기후에긍정적이거나부정적인영향을미치게됩니다. 그렇기때문에WorldClimate은
기후변화를고려한 ‘책임감있는선택’을강조하는소셜임팩트이니셔티브입니다.

2021년 4월,딜로이트는식사, 교통, 소비습관등일상생활속개인의활동이기후변화에
영향을미치는것을인지하고, 책임감있는 ‘선택’을하고자하는딜로이트피플의실천
캠페인인WorldClimate #iAct를진행했습니다.

iAct는 ‘지구를위해나는오늘무엇을할수있는가? (What climate action will you take 

today?)’ 라는슬로건하에허브페이지를오픈,기후변화에대한유용한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기후변화에관심이있는누구나페이지에접속하여우리의교통, 식생활, 

주거환경, 소비습관등이기후변화에얼마나영향을끼치고있는지정량적으로측정하는
환경퀴즈에참여할수있으며, 개인의기후다짐을북극곰, 고릴라등멸종위기동물
이미지와함께포스팅하여실천의지를공유할수도있습니다.

한국딜로이트그룹도 4월 Green Week을지정하고
1주일간임직원들이자발적으로환경보호활동을실천할
수있도록지원했으며, 사내카페테리아와함께텀블러사용, 

빨대없애기등일상속에서실천할수있는사내캠페인
등을운영했습니다. 

WorldClimate

WorldClimate Hub 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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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Climate전략 탄소중립달성을위한필수과제

1

2

3

4

5

출장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FY2019 대비 50% 감축

100% 재생에너지(RE)를 활용한 사무공간 구성

법인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차로 전환

협력기업들도 과학 기반 탄소 감축 목표(SBTi)에 참여시킴

상기의 노력에도 저감하지 못한 탄소배출량은
사회에 필요한 탄소저감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상쇄(offset) 

Cut emissions

2030년까지 탄소 중립(Net-zero) 달성

Empower individuals

임직원이 가정과 직장에서 기후를위한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있도록 지원

Embed sustainability

조직 전체에 기후 변화 정책 및경영방침 마련

Engage ecosystems

이해관계자(고객, 지역사회 등)와 협력하여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에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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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Center

한국과전세계의많은기업들에게있어환경·사회·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관련이슈대응이중요한전략적우선순위로급부상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상은 ESG 경영수준이높을수록기업의장기적성장확보가능성이높다고믿는
투자자뿐만아니라, 기업이환경과사회에미치는영향에대해보다집중된관심을보이고
있는정부와소비자에의해가속화되고있습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은이러한배경속에급속히증가하고있는기업들의다양한 ESG 관련
니즈에선제적으로대응하고자 2021년 3월, ESG 자문총괄기구인 ESG 센터를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백인규한국딜로이트그룹이사회의장겸 ESG 센터장은 “기존 ESG 관련자문이특정
영역이나산업에국한되는경우가많은점에착안해회계감사, 리스크자문, 재무자문, 세무
자문및컨설팅을아우르는전사업부문의전문가를총집결해다각화된엔드-투-

엔드(End-to-End) 서비스를신속하게제공하는것이 ESG 센터의주요설립배경이자
목적”이라고소개하고있습니다. 

ESG 센터는한국을포함한아시아태평양지역고객의효과적이고효율적인저탄소전환을
지원하는한편, 지속가능발전을위한지역적차원의노력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
있는혁신적인솔루션개발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

백인규 ESG 센터장의리더십아래, 5대사업본부의핵심전문인력 60여명이긴밀하게
협력하여깊이있는전문지식과풍부한경험을바탕으로기후및탈탄소화, 

지속가능금융및투자, ESG 공시등광범위한분야에걸쳐종합적인원스톱(One-Stop) 

자문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센터는출범이후짧은기간동안인터뷰와강의, 기고등적극적인대외활동을통해
한국딜로이트그룹의 ESG 관련전문성에대한인지도를제고하는동시에, 정부와민간
부문및비영리단체등과견고한파트너십을구축하는데에매진했습니다. 이러한초기
노력덕분에자문시장에서전문성을빠르게인정받아 ESG 채권인증부문에서는
2021년상반기인증건수기준으로가장높은국내시장점유율(39%)을기록하기도
했습니다.

ESG 센터는다학제적모델의강점을바탕으로경쟁이치열한 ESG 자문시장에서
선제적으로나아가고있으며, 저탄소경제전환을촉진하는솔루션개발을위해고객과
연대하고보다넓은생태계를고려함으로써아태지역내에서딜로이트글로벌
기후전략인WorldClimate의목표또한모범적으로추진해가고있습니다.

아태지역지속가능발전을위한긍정적임팩트창출의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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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및
탈탄소화

지속가능금융
및투자

지속가능한
공급망

순환경제

ESG 자문
서비스영역

ESG 공시

기후및 탈탄소화

우리는고객이
탄소배출량을줄이고
운영을탈탄소화하는동시에
변화의가속화로저탄소경제에
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성장을
확보하도록돕습니다.

지속가능금융및투자

우리는임팩트파이낸싱기회를
식별하는동시에파이낸싱
전략에 ESG를 통합하여고객이
주주가치를향상하도록
돕습니다.

ESG 공시

우리는비재무적정보의공개를
통해고객이규제요구사항과
이해관계자의기대를
충족하도록돕습니다.

순환경제

우리는자원사용을
최적화하여고객이비용을
절감하고주주가치를
높일수있도록돕습니다.

지속가능한공급망

우리는고객이탄력적인
비즈니스를구축하기위해
공급망의위험을식별, 완화및
적응하는방법을이해하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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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al Commitment

사단법인딜로이트한마음나눔은 2020년 Calendar year를기준으로상기임팩트를기재함

9개사업후원
• 도계탄광촌취약계층지원, 

• 정심여자중고등학교경제교육멘토링, 

• 보호종료청소년지원등

• 성금모금액 95,870천

• Matching Fund 95,870천원

• 2019년대비 2.3% 증가

기부금 1.92억원

사업규모 1.28억원

2,031명 기부참여임직원

420명 봉사활동참여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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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s

5,509시간
임직원프로보노및봉사활동참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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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ect, Inclusion and Diversity

딜로이트는개인이가지는다양성을존중하는포용적인일터를지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실현가능한목표가되기위해서는전임직원이서로존중하고각자가가진
다양성에감사하는조직문화가선행돼야합니다. 딜로이트는조직내편견, 인종차별, 

불평등한대우에반대하며,  우리가기대하는세상을위한변화를듣고, 배우고, 이끄는
우리의책임에대해진지한태도를견지합니다.

딜로이트의 ALL IN다양성및포용성전략은모든임직원들이조직의가치와포용적인
리더십의지지를받는포용적인조직문화의바탕을이해하고행동하는것뿐만아니라
딜로이트의다양성과관련한목표를달성하기위해고안된새로운제도를설계하고
실행하는것에도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더불어서로에대한신뢰를바탕으로모든
구성원에게성장과발전, 성공에대한동등한기회를제공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습니다.

성별의균형달성

딜로이트리더들은딜로이트조직전반에걸쳐성별의균형을이루기위해노력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전네트워크에지속적으로적용할수있는포용적인목표를
설정하고, 채용, 승진및승계프로세스에서부터멘토링, 스폰서십및애자일한업무에
이르기까지전체커리어라이프사이클에걸쳐일관되게적용될수있는 이니셔티브를
개발했습니다. 

©  2021.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LLC 13

딜로이트각펌의 CEO들은이같은이니셔티브에대한진행상황을딜로이트글로벌의
임원단및딜로이트글로벌이사회에정기적으로보고하고있습니다. 한국딜로이트
그룹도글로벌과포용적인인재정책및포용적조직문화를지향하고있습니다.

D-WIN (Deloitte Women’s Initiatives Network)

한국딜로이트그룹은딜로이트의지향점이자중요한가치인 Diversity와 Gender 

Parity의실현가능성을제고하고자 여성 Young Partner 및 Director 및 Senior 

Manager 로구성된 D-WIN(Deloitte Women’s Initiatives Network)을 지난 2019년
6월에출범시켰습니다. 올해로출범 3년에접어든 D-WIN 은정기미팅을통해그룹의
여러현안에대해논의하고, 해결책을모색하고있습니다.

그룹리더십은여성리더확보와육성을위한전략을비롯해현재여성인력이직면하고
있는실질적어려움에대한파악과그에대한개선방안등다방면에걸쳐폭넓은조언과
제언을 D-WIN을통해듣고, 정책개선에적극적으로반영하고있습니다. 또한최고의
인재를유치하기위한리크루팅에적극적으로참여해펌의 D&I 문화를적극적으로
알리면서펌의프로페셔널성비가출발부터밸런스를유지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

그룹 D-WIN은각본부별로존재하는본부별 D-WIN 멤버들과면밀한소통을통해
업무에서겪는고충, 정책적개선사항, 성장을위해필요한그룹의지원등에대한의견을
수렴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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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People

인원현황 인원세부구성

2,362명

FY2019 FY2021

2,676명

FY2020

2,59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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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남성

30대 미만 30대 – 40대 50대 이상

29% 65% 5%

967 명
(36%)

1,709 명
(64%)

상기인원기준은 FY (5월 31일) 기준의한국 딜로이트그룹의전체인원임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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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Overview

딜로이트브랜드가치는우리의소중한자산중하나입니다. 

‘신뢰’라는딜로이트브랜드가치는시장에서우리를차별화하는가장큰경쟁력으로, 전임직원은투명성, 

정직성, 전문성을기반으로비즈니스를수행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딜로이트와딜로이트의모든임직원은업무수행시딜로이트공유가치(Deloitte Shared Values)를
실천하고윤리적으로행동하며, 고객과의약속및책임을다하는등이해관계자와지역사회에 ‘긍정의
영향력을만든다(Make an impact that matters)’는우리의존재이유이자궁극적목적(Purpose)을
전달하고자노력합니다.

또한, 우리는이해관계자들에게고품질의서비스와최상의솔루션을제공하기위해위기관리시스템을
철저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딜로이트는시장을선도하는리딩펌으로서모범적인 Governance,법과원칙의준수를통해사회에
공정한준법문화를전파하고전문가로서의윤리실천에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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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ce and Ethics

독립성

독립성과객관성의기본원칙준수는딜로이트조직의기본적인토대이며, 감사업무뿐만
아니라비감사업무를수행하는모든딜로이트임직원은반드시독립성을준수해야할
의무가있습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은임직원들이객관성과독립성을지킬수있도록
강력한독립성정책및절차를운영하고있으며, 정책및절차의무를미이행한임직원을
대상으로는징계규칙에따른조치가따릅니다.

윤리

한국딜로이트그룹의윤리규정은딜로이트글로벌의공유가치와글로벌 비즈니스
행동강령(Global Principles of Business Conduct), 그리고한국공인회계사회의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기초를두고있습니다. 

또한, 모든임직원들은매년윤리규정준수확인서, 반부패규정준수확인서의서명및
제출을통해그룹의윤리와관련한모든규정을준수해야하는책임이있음을확인하고, 

그룹의윤리관련모든규정을위반한사실이없음을서약하고있습니다. 또한, 신규
입사자를포함한전임직원이의무적으로교육을이수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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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딜로이트그룹의윤리경영은 Chief Ethics & Compliance Officer가주축이되어
윤리관련사항전반에대해관리·감독을담당하고있습니다. 우리그룹은윤리사무국과
법인신고채널(Ethics helpline)운영을통해그룹내외에서발생할수있는윤리사건을
제보받고있으며, 신고로인한불이익과부당한처우가발생하지않도록비보복정책을
시행하고있습니다.

또한모든임직원이윤리경영마인드를내재하고합리적으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
지원하며윤리경영을모든임직원의행동원칙과가치판단의기준으로삼아임직원개인과
그룹의투명하고정직한지속가능발전을추구함은물론사회에도올바른윤리문화를
정착시킬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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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Management

Enterprise Risk Framework & Risk Appetite Framework

한국딜로이트그룹은사업전략및공익의무를달성하는데영향을미칠수있는주요
사업위험을 선제적으로식별, 평가하고관리하기위해딜로이트아시아퍼시픽
멤버펌(이하 “AP”) 에서운영하고있는 Enterprise Risk Framework (ERF) 절차를
준수하고있습니다. 

AP ERF 는 Top-down & Bottom-up 접근을통해정기적인 Risk Refresh Process를
거쳐중점적으로관리해야할 Priority Business Risk (PBR)를 선정합니다. 즉, AP 

Executive & Board 이판단하는사업위험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 또한각 Geography 

에서식별된추가적인사업위험과피드백을수렴해 Refresh 를진행합니다. 선정된 PBR 

에대해서는, Risk Drivers를분석하고, 위험에대한노출정도를측정할 Risk Indicator를
설정하며,이를완화할 Risk Strategy 를이행합니다. AP Chief Risk Officer(CRO) 는
이러한결과를 AP Executive Committee 및 AP Board Risk Committee 에보고하며, 

위험노출및완화조치에대해서논의합니다. 

이와더불어, 당그룹은한국과관련한 Risk를선제적으로파악하고적시에경영진과
Board of Partners 에보고하기위해 Korea Risk Appetite Framework (RAF)를
운영하고있습니다. 

AP MF의 PBR 중영향도가높은 Priority Risks에대해서, Key Risk Indicator 및
Tolerance level을설정해매월위험의노출정도를측정하고경영진및 BOP에
보고합니다. Tolerance level 을벗어난 Priority Risks 에대해서는경영진의즉각적인
조치및위험수준완화를위한투자가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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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folio Risk Review

Portfolio Risk Review (PRR)는 딜로이트브랜드및평판에잠재적으로부정적인
영향을미칠수있는고객및서비스를식별해적절한대응조치를수립하고이행하는
절차입니다. 

본그룹은매년경제및산업동향을바탕으로각사업본부별로다양한관점(예, 산업, 

고객, 업무, 파트너등)의포트폴리오분석을수행합니다. 이를통해, 고객및계약등
워치리스트를식별하며, 더불어파트너및전문가인력에대한Workload와 Tenure를
분석함으로써구성원과관련한 Risk 도관리하고있습니다.

The Way Forward

우리그룹은한국시장에서건전하고지속가능한회계감사및컨설팅서비스를영위하고
공익에기여하기위해강력하며효율적인위험관리를지속해나아갈것입니다. 

또한, 새롭게발생하는위험요소에대해서도선제적으로파악하여필요한완화조치를
이행함으로써신생위험이주요사업위험으로발전되지않도록지속적인주의를기울일
것입니다. 

한국딜로이트그룹은한국시장, 고객및커뮤니티에의미있는 “임팩트”를줄수있는
딜로이트브랜드및평판의유지및향상에지속적인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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