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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리더십이 전하는 메시지

아시아퍼시픽의 밝은 
미래를 세워갔던 한 해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부터 지정학적 

도전과 그로 인한 사회 · 경제적 반향까지, 2022 

회계연도(FY2022)는 변화가 거듭됐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서면서도 딜로이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상 일상을 넘어 임직원과 고객, 

그리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데 

그 목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명확한 목적을 추구하는 우리 

딜로이트는 기업이나 산업, 경제가 불확실한 

세상에 고객들이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리포트는 FY2022 동안 일구었던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의 행보를 요약한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Impact)을 다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아 

우리는 19개 지역에 걸쳐 68,000명이 넘는 

모든 임직원의 집단적 열망과 에너지와 독창성을 

이끌며, 고객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이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의 아시아퍼시픽 기업으로서 긴밀하게 

일했던 딜로이트는 아시아퍼시픽 지역이 

험난한 한 해를 잘 헤쳐나가며 서로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보다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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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을 혁신으로 이끌기

2022회계연도(FY2022)에 딜로이트는 고객이 

점점 복잡해지는 과제를 혁신하고 타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그 예로 

조직의 공급망 재배치, 운영의 디지털화, 저탄소 

미래로의 전환 등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고객들은 혁신으로의 여정에 딜로이트의 심층적인 

디지털 기능, 혁신적인 접근 방식, 비즈니스 

및 시장에 대한 고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이드라인과 인사이트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딜로이트의 여러 전문분야를 통합한 사업간 

협업모델은 고객에게 가장 광범위한 역량을 

제공하면서도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또한 고객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각 멤버펌은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를 맞춰나가며 하나의 통합된 

아시아퍼시픽 네트워크로서 협업하고 있으며, 

이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시아퍼시픽 

각 멤버펌은 같은 맥락의 투자를 진행했고, 우리의 

넓고 전문적인 자원 활용을 통해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딜로이트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통해 2023 회계연도

(FY2023)에도 계속해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시아퍼시픽 전역에 

걸친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우리의 총체적인 

역량과 경험을 통해 고객들에게 확실한 긍정적인 

임팩트를 선사할 것입니다.

딜로이트 임직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고객이 새롭게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딜로이트는 우리의 전문가들이 변동적인 상황에 
적응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인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솔루션을 발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 인터랙티브한 
플랫폼인 아시아퍼시픽 아카데미(Asia Pacific 
Academy)와 경영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United+Unique와 같은 탄탄한 인재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유연한 근무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세상에서, 딜로이트는 임직원들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의 미래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서로 간의 연결성과 협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여 근무 유연성을 높이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에너지와 영감을 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면을 통한 교류의 필요성을 항상 인식하며 
직원들의 소속감을 키우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글로벌 ALL IN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평등, 포용) 전략은 임직원 
모두가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2
회계연도(FY2022)에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여성 파트너 비율은 25%로 증가했는데, 
이는 유능한 여성들의 경력 발전을 위해 힘쓰고자 
하던 우리 모두의 열망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의미 있는 영향을 펼치기 위한 딜로이트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며,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우리 
조직 내부를 넘어서 아시아퍼시픽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확장하고, 발전을 가속화하며,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빈곤 완화와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해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목표를 비롯해, 핵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 역량을 지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FY2022에 아시아퍼시픽에 있는 220만명의 
어린이들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책임 있는 기후 변화 대응 추진

아시아퍼시픽 지역은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합니다. 밀집된 도시 인구, 광범위하게 

뻗은 해안선, 저지대와 작은 섬나라로 이루어진 

우리 지역은 해수면 상승과 이상 기후에 매우 

민감합니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2022회계연도

(FY2022)에 글로벌 기후 전략인 WorldClimate
을 유의미하고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출장 정책, 

부동산 계획 등을 개정하여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탄소중립, net-zero). 그리고 이를 

실천하여 직접배출량(Scope 1)과 간접배출량

(Scope 2)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3분의 2 이상 

감축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딜로이트는 목표가 분명한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이 기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또한 

임직원들이 사내의 최신 전문지식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 고객에게 세계 최고의 기후 관련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실천 커뮤니티’(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Community of Practice)를 

만들었습니다.

더욱 밝은 미래 구축(Building better futures)

지난 몇 년간은 특히 험난한 시기였지만 

딜로이트는 끊임없이 고객과 임직원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 변화에 맞춰 역경을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의 역량은 

더욱 강해지고 회복탄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21세기의 선도 기업이란 눈 앞의 

도전과제를 받아들여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기업의 사명을 발전시키는 혁신을 촉진하며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변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력과 혁신을 통해 영향력 있는 변화를 일구며 

모범이 되기 위해 우리의 책임을 다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협업한다면 현재의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모두에게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미래를 세워나갈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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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비즈니스

Total revenue:

revenue +XX%
on FY22

총 매출 *총 매출 *

사업별 매출사업별 매출 업종별 매출액업종별 매출액

감사 및 회계 자문

17.1%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소비자 부문 정부 및 공공 서비스 부문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부문

금융 서비스 부문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부문

컨설팅

재무자문

* 딜로이트 ‘글로벌 임팩트 리포트’(Global Impact Report)의 기준과 동일하게, 본 아시아퍼시픽 임팩트 리포트(Asia Pacific Impact Report)
에서 제시된 아시아퍼시픽 지역 매출 수치에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모리셔스의 매출이 포함됨. 아시아퍼시픽 임팩트 리포트에 제시된 다른 
데이터에는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모리셔스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리스크자문

세무 및 법 자문

100억 달러

25억 달러 23억 달러 14억 달러

18억 달러 5억 달러

24억 달러 16억 달러

33억 달러

16억 달러

12억 달러

14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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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는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고, 기업 출장은 

취소되었으며, 무역 차질이 잦았던 격동과 변화의 

시기였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가상 연결 플랫폼을 

극대화함으로써 원격으로 근무하고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동안 투자해온 기술과 다져왔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복잡다단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만들었다. 이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미래의 근무형태에 대한 준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용이 포함되었다. 

우리가 앞장서서 지원해온 또 다른 주요 분야로는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일이 있다.

조직의 기후 행동 지원 조직의 기후 행동 지원 

오늘날, 이해관계자들은 과거에 거래하는 

기업에게 요구하지 않았던 투명성과 책임감,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아시아퍼시픽 지역 내의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해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딜로이트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1년 동안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고객이 

자사의 주요 기업 보고에 환경 · 사회 · 거버넌스

(ESG) 목표들을 담을 수 있도록 기술과 기능에 

대대적인 투자를 계속해왔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최근 딜로이트 중국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에 관련한 서비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자문 사업체인 ‘카본 

케어 아시아’(Carbon Care Asia, 이하 CCA)를 

인수했다.

2008년, 최고의 환경 · 사회 개발 전문가들이 

설립한 CCA는 홍콩에 기반한 선도적인 지속가능성 

컨설팅 기업이다.

현재, 딜로이트 카본케어 아시아(DCCA)는 

과학기반 탄소배출 감소 계획, 탄소중립(Net-zero) 

계획, 기후 리스크 및 시나리오 분석, 녹색 금융 

도구, 지속가능성 연구, 교육, 그리고 ESG 보고의 

모범 사례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DCCA 팀은 고객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고객의 특정 

요구와 상황에 따라 전략적인 조언과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이 재무 및 지속가능성 

목표를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저탄소 미래를 위해 일하는 것이 

우리 지역 전체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다고 굳게 

믿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연구를 수행한 우리는 실질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사고적 리더십(thought 

leadership)을 제공했다. 그 중 하나로, 국립 

오스트레일리아 은행(National Australia 

Bank)이 의뢰한 심층 보고서 ‘All systems go’

에서, 딜로이트 액세스 경제(Deloitte Access 

Economics) 팀은 호주 경제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가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고객이 지속가능성으로 재설계된 경제에서 

성공하기 위해 솔루션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중점에 두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운영을 

대대적으로 재설계하거나, 시스템과 파트너십을 

혁신하는 작업 등이 있었다.

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일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담한 
조치조치(bold steps)(bold steps)  

기술은 사회 전반과 모든 산업에 걸쳐 우리 눈 

앞에서 일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2 회계연도(FY2022)에 일을 디지털, 

클라우드 기반, 유연성, 지속가능성, 데이터 

기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당사의 

임직원과 고객이 다음에 다가올 노멀(next 

normal) 시대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

예를 들어,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딜로이트의 

세금 관련 업무는 고객들에게 팬데믹으로 야기된 

지속적인 업무 복잡성을 해결하고 회복을 위한 

성장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줬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기존 세금 

관련 운영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일상적인 

규정 준수 및 보고 활동을 아웃소싱하면서 세금 

운영 모델을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변화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퍼시픽 지역에 대한 

딜로이트 법 관련 업무도 고객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고객이 법률 운영 모델을 혁신하고, 

온라인 업무로의 빠른 전환에 적응하며, 효율성과 

비용구조 개선을 위해 기술 사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우리는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데 힘썼다. 

최근 딜로이트 일본의 재무자문 부문 벤처 지원 

아시아퍼시픽이 직면한
복잡한 과제에 대한 주도적 대처법

팀은 ‘기업가정신 서밋’(Entrepreneurship 

Summit)을 조직해 벤처 기업과 대기업 간의 

비즈니스 매칭(matching) 작업을 수행했다. 

이 행사는 일본 최대의 연례 매칭 행사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딜로이트 일본의 벤처 지원팀은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기업가정신을 기르는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향후 12개월 

내로 기업 공모전을 대규모로 개최할 계획이다. 

딜로이트는 공모전에 참여한 우수한 후보들이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상당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는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해 투자를 늘려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 번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www2.deloitte.com/cn/en/pages/hot-topics/topics/climate-and-sustainability/dcca/about-us.html?nc=42
https://news.nab.com.au/wp-content/uploads/2022/07/Report-embargoed-until-28-July-NAB-All-Systems-Go.pdf#:~:text=All%20Systems%20Go%2C%20a%20new%20report%20commissioned%20by,economy%20for%20growth%20in%20a%20low%20emissions%20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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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의 신뢰도 키우기이해관계자의 신뢰도 키우기

딜로이트는 우리가 '신뢰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믿는다. 이 시대에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만연하고, 개인들의 개별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며, 

디지털 보안과 개인의 데이터 정보가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이 바른 일을 하고 이를 잘 

수행하길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대는 개인의 데이터 보호 

업무를 조직에 위탁하는 것에서부터 기업이 환경 

· 사회 · 거버넌스(ESG) 이슈에 대해 철저한 

입장을 갖도록 요구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럼에도 신뢰를 여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는 

리더와 조직이 수없이 많다. 딜로이트는 신뢰를 

우선시 한 행동이 경쟁에서 강점이 된다고 생각하고 

사전에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다. 

2022 회계연도(FY2022)에 딜로이트 실무자들은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주요 조직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 프로젝트 중 하나로, 딜로이트의 재무 자문은 

고객이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따라 신뢰를 

정량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줬다. 딜로이트의 

최첨단 TrustIQ™ 진단은 고객에게 조직의 현재 

신뢰 상태를 정량화할 수 있게 했다. TrustIQ™

는 17개 영역에 걸쳐 기업 성과를 평가하고 

이 점수를 업계 최고의 성과와 비교하면서, 

조직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문들을 

제시해준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회계감사 접근법도 선도 

조직이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늘날 회계감사는 단순히 회계 의견을 표명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딜로이트의 접근법의 

핵심이다.

고객은 점차 더 복잡해지는 비즈니스 환경을 

헤쳐나가야 한다. 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기술적 혼란, 그리고 확대되는 규제에 대한 우려는 

산업과 국경을 넘나드는 경쟁 방식을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계감사는 가치사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사회와 경영진이 

미래와 과거를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이에 따라 지난 12개월 동안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의 회계감사 사업은 데이터, 디지털 

기술, 혁신적인 작업 방식에 대대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딜로이트는 이렇게 자체적인 회계감사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회계 서비스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딜로이트는 FY2022에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과 하나 금융그룹, 

호주의 오리존(Aurizon), 보랄(Boral), CSL, 

인보케어(Invocare), 레스트 슈퍼(Rest 

Super) 등과 같은 선도 기업들로부터 외부 

감사기관으로 선임되었으며, 이런 고객들이 투자를 

승인해주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RW 크루즈(RW Cruises, 싱가포르), PT 시멘 

인도네시아(PT Semen Indonesia, 인도네시아), 

랜힐 유틸리티(Ranhill Utilities, 말레이시아) 등도 

딜로이트가 감사 서비스를 제공한 또 다른 주요 

기관들이다. 

또한 사내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한 사례가 증가하고 

미준수 사례가 감소한 것은 딜로이트의 내 · 외부 

조사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방증한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더 많은 가치 디지털 혁신을 통한 더 많은 가치 
제공제공

디지털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기존과 같이 사업의 

성장과 경쟁우위라는 방법으로만 수익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아졌다. 

이에 대응하여 딜로이트는 고객이 디지털 혁신 

전략을 세우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전략은 고객이 

새로운 기술을 균형있게 도입하면서도 운영에 

대해 언제나 전체적인 전략과 유기적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딜로이트 일본의 재무자문 

서비스는 최근 고객에게 IT · 클라우드 컨설팅 ·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인수했다. 또한 

재무자문 팀은 두 개의 신제품, Conduct Watch

와 ClaimsView도 개발했다. Conduct Watch

는 안전하고 원활한 엔드-투-엔드(end-to-end) 

내부 고발 솔루션으로, 조직이 부정 행위나 기타 

부정 행위를 식별, 대응, 해결, 보고하는 방법을 

가속화하도록 지원한다. ClaimsView는 클라우드 

기반의 엔드-투-엔드 관리 툴(Tool)로써 조직이 

부실화 상태에서부터 복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클레임에 있어서 무결성과 품질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딜로이트는 자체 기술 역량에도 대대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객이 비교 우위를 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투자에는 

클라우드 우선 기술전략을 개선하고 업무 전반에 

혁신적인 협업 툴을 도입한 일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딜로이트는 주요 기술 공급업체와 제휴 

관계를 강화하여 고객이 규모에 맞춰 혁신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직의 회복탄력성 강화조직의 회복탄력성 강화

경제와 보안, 기후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이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기업의 존재 방식이 됐다. 회복탄력적인 조직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대응, 복원, 번영'하는 

순환고리를 밟아 나간다.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의 딜로이트 리스크자문 

서비스는 고객이 보다 뛰어난 인사이트, 민첩성, 

위협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제공하는 공감형 

플랫폼과 지능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했다. 이 지원을 통해 딜로이트 

사이버 전문가팀은 랜섬웨어 공격이나 기타 위협 

등으로 악화되는 환경에서 조직이 사이버 위험을 

식별하고 환경을 강화하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딜로이트 일본의 재무자문 서비스는 고객을 위해 

회복탄력성에 중점을 둔 혁신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계획 · 교육하는 프로그램 

공급자를 인수했다.

고객의 이해와 성장을 위한 역량 고객의 이해와 성장을 위한 역량 
강화강화

다음 섹션에서는 딜로이트가 이러한 접근법을 

활용해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고객들과 협업했던 

작업을 요약해 정리했다.

이는 딜로이트가 네트워크 전체에 걸쳐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던 작업을 보여준다.

팬데믹은 임직원간의 물리적인 거리를 멀어지게 

했고 실무자와 고객 간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켰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은 아무리 위협적인 

장애라도 진보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오히려 

강하게 상기시켰다. 이런 어려움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세우고, 고객을 위한 업무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촉진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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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호주: 친환경적인 건설을 위한 조치 호주: 친환경적인 건설을 위한 조치 
가속화가속화

딜로이트 호주는 최근 다국적 건설 대기업인 

랭 오록(Laing O'Rourke)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net-zero) 기업이 되는 여정을 돕기 

위해 기후 및 지속가능성 종합 전략을 개발했다.

딜로이트는 이 기업의 여러 리더와 대표, 조달 

관리자 50명 이상과 협력하여 데이터를 수집 · 

분석했으며 명확한 대응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조달 계약을 조사했다. 이제, 랭 오록은 부문별 

주요 목표량 대비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올바른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

중국: 카본케어 아시아(CCA)와 중국: 카본케어 아시아(CCA)와 
함께 지속가능성 자문역량 강화함께 지속가능성 자문역량 강화

2022년 2월, 딜로이트 중국의 감사 및 회계 

자문과 리스크자문 사업단은 카본케어 아시아

(CCA) 자문 사업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딜로이트 

카본케어 아시아를 설립했다.

CCA는 싱가포르와 호주에 지역 본부 여러 곳과, 

홍콩에 본사를 둔 선도적인 지속가능성 컨설팅 

기업이다. 경험이 풍부한 CCA 전문가들은 환경 · 

사회 · 거버넌스(ESG) 보고, 넷제로 탄소 솔루션, 

기후 시나리오 분석, 지속가능성 연구, 지속가능성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준 높은 교육 등에 역량이 

있다.

"최근 몇 년 간 기후와 지속가능성이 글로벌 우선순위가 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중 탄소’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는 긴박하고 힘든 현재 중국의 상황은 반대로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딜로이트는 기후변화와 탈탄소 관리, 녹색 금융, ESG 전략 · 보고를 통해 

고객이 녹색 저탄소 혁신을 진행하면서 위험을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중국 Chair of the Board, 비비안 장(Vivian Jiang)

 중국: 책임 있는 투자 접근법에 대한  중국: 책임 있는 투자 접근법에 대한 
새로운 지평 개척새로운 지평 개척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는 현재 사회에서 큰 도전으로 

여겨지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 분야다. 최근 딜로이트 중국은 

임팩트 투자의 틀과 전략을 모색하는 한 국유 펀드 

기관을 지원하고, 이 고객이 딜로이트 접근법을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게 만드는 툴을 개발하는 

것을 도왔다.

딜로이트 서비스팀은 이 기관과 협력하여 중국의 

농촌 활성화 전략에 관련된 조직이나 프로젝트가 

임팩트 투자에 중점을 두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책임 있는 투자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위한 

유엔의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에 맞춰 딜로이트는 자금 

조달에서부터 투자, 자금 관리까지 투자의 전 

과정을 다루는 최초의 모델을 구축했다. 그에 따라 

딜로이트 고객은 이제 ESG 원칙을 투자 분석 

·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

딜로이트 팀은 중국의 ‘이중 탄소’ 달성을 위해 

기후 관련 금융 정보공개에 관한 협의체의 프레임 

워크를 바탕으로 핵심 투자 분야에서 고객 

리스크와 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힘쓰기도 했다.

이를 통해 딜로이트는 고객에게 투자 결정에 

있어서 이중 탄소를 고려하는 시각을 제공할 수 

있었고, 고객들은 중국의 이중 탄소를 위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전략에 일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

딜로이트 중국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리더 앨런 시에(Allan Xie)는 "임팩트 투자가 

기존의 접근법과 다른 것은 투자의 사회 · 환경적 

영향 등 외부 요소를 고려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임팩트 투자의 목표는 재정적 수익을 

달성하면서도 측정 가능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성취하고자 

것이 중국의 농촌 활성화 전략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고 전했다.

우리는 딜로이트의 여러 전문분야를 통합한 

서비스 모델과 다양한 여러 고객들을 CCA의 

전문팀과 기존의 시장 네트워크와 함께 하나로 

연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합된 보고, 지속가능한 

금융, 공급망 관리, 순환 경제 등의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지속가능성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규모와 

품질 면에서 강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딜로이트 중국은 기업이 기후 

위험을 관리하고,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며, 

지속가능성과 기후 행동에 대해 높아진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그와 동시에 딜로이트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중국의 '이중 탄소'(dual 

carbon) 목표에 크게 일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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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은행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일본: 은행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 
향상 보장향상 보장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금융기관들은 기후 

리스크가 투자와 대출 전략의 일부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기후 리스크'에는 태풍으로 인한 홍수나 강풍의 

피해 증가 등과 같은 물리적인 위험이나 저탄소 

경제로의 이동과 관련한 과도기적인 위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기후 리스크를 고려하는 금융기관들은 투자 및 

대출 포트폴리오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잘 이해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세울 수 

있으며, 친환경적인 기업을 위한 금융 조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금융기관은 

친환경적인 기업에게 더 우호적으로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잠재적 기후 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신속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툴이 

부족하다는 점은 많은 기관들이 당면한 과제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 일본은 분석 기업 SAS와 

협력하여 은행이 바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1년 8월, 딜로이트 팀은 금융 기관이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물리적 · 과도기적 기후 리스크 

모두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후 

리스크 평가 툴을 개발했다.

이 툴을 통해 금융기관은 업종, 지역, 기타 

속성별로 묶여진 수많은 은행 계정을 리스크 

유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의의 고객이 대출하려고 할 때, 

은행은 홍수와 관련한 리스크를 빠르고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빈번히 일어나는 강한 

태풍으로 집중호우와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서 금융기관으로서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인 셈이다.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석탄 투자 한국: 국민연금공단의 석탄 투자 
제한 지원제한 지원

2021년 5월, 한국의 국민연금공단(NPS)은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발맞춰 석탄 

채굴과 석탄 및 화력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범위와 

표준을 개발할 수 있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을 

선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새로운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더 광범위한 기후 · 에너지 전환 

정책을 빠르게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딜로이트를 선택한 이유는 

지속가능한 금융자문 서비스에 대한 딜로이트의 

전문성과 더불어, 딜로이트의 체계적인 연구 

접근법과 관련 자격성 때문이었다. 

딜로이트의 기후 · 지속가능성 · ESG (CSE) 

리스크자문팀은 석탄산업에 관련해 이와 유사한 

투자 제한 정책과 이 정책이 글로벌 연기금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딜로이트 펌들과 협력하여 당사의 고유한 
솔루션을 전 세계에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는 모든 
기관이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딜로이트 일본, 리스크자문 Partner, 다이스케 쿠와하라(Daisuke Kuwabara),  

또한 규제 및 업황 조건 변화가 석탄산업의 미래 

수익성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분석했다.

그런 다음, 본 연구를 바탕으로 석탄회사 

투자제한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여 각각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우리가 제시한 표준 

중에서 세 가지를 채택했다. 이 표준은 석탄 

회사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절차를 

시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후 · 지속가능성 · ESG 

(CSE) 리스크자문본부의 이옥수 파트너는 "

국민연금공단은 한국 최대의 연기금으로, 

국내 자본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정책 결정은 주요 금융기관들과 

연기금의 투자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것은 딜로이트로서는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전략적 결정은 이와 비슷한 전략을 발표한 다른 

국내 기관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참고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딜로이트 솔루션은 지역 데이터와 정부가 만든 

위험 지도 데이터를 통합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홍수나 산사태의 리스크를 보여준다. 이를 

가지고 은행은 홍수 피해 가능성을 적절한 시기에 

추정할 수 있다.

기후 리스크 평가 툴은 금융기관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이 가능하다. 적용 절차는 

간단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폭염이나 산불 등 해당 지역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기후 리스크 시나리오를 추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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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속 가능한 관광업을 동남아시아: 지속 가능한 관광업을 
위해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위해 싱가포르 관광청(Singapore 
Tourism Board)과 협력Tourism Board)과 협력

딜로이트 동남아시아의 재무자문 팀은 지난 1

년간 지속가능성을 점진적으로 포용하는 접근법을 

우선순위로 두고 싱가포르의 주요 고객들을 

지원했다. 재무자문팀이 지원한 고객사 중에는 

싱가포르 관광청(STB)이 있다.

STB는 지속가능한 관광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연구에 딜로이트를 포함했다.

이에 대해 딜로이트 팀은 6곳의 핵심 시장에 

대해 대규모로 관광 설문조사 실시, 소비자 

포커스 그룹 토론,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 부문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수행했다. 현재, STB

는 관광객의 의사 결정 행동과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여행 선호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 도출된 인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딜로이트는 STB와 협력하여 싱가포르의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일련의 고차원적인 전략을 제안했다.

딜로이트 동남아시아의 재무자문 파트너 크리스 

드라빈(Chris de Lavigne)은 "싱가포르 관광청

(STB)과의 협력은 고객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서 

딜로이트의 역량을 크게 발휘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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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업계 최초로 뉴질랜드: 업계 최초로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대출 시스템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대출 시스템 
마련마련

기업이 ESG 측정기준을 비즈니스 전략에 

포함시키라는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딜로이트 뉴질랜드는 자사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꾸준히 개선함에 따라 측정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용적인 단계를 갖추면서 이 

분야의 선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난 1년 간 진행했던 이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 

중에는 뉴질랜드 은행(Bank of New Zealand)

으로부터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대출을 받은 

사례가 포함된다. 뉴질랜드에서 전문서비스 

기업이 이런 종류의 대출을 받은 것은 최초였으며, 

세계 4대 회계법인 중에 이런 종류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는 두 번째 사례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형평성, 포용성, 사회 · 환경 

목표에 대한 딜로이트의 다년간의 헌신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딜로이트의 ALL IN과 
WorldClimate 약속과 뜻을 같이 하는 향후 3년에 

걸친 지속가능성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사회가 

탈탄소 세계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2021년 11월부터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절차를 밟아 나가기 시작했고, 2022년 6

월 초에 서류작업이 이루어졌다. 여성 임원의 

비율 증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등 딜로이트의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대출 이행 목표들은 

ESG 전문 평가기관인 서스테인애널틱스

(Sustainalytics)으로부터 공증 받았다. 이는 

딜로이트의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목표가 

야심차며 측정 가능하고, 딜로이트의 친환경 

전략인 WorldClimate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딜로이트의 지속가능성 대출에 

관련한 목표 중에는 파트너 그룹 내의 여성 파트너 

비율을 2021년 대비 최소 22% 증가시키겠다는 

목표가 있다. 또한 대출기간에 대해서 성별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의 포용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목표를 세우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딜로이트는 모든 리더 직책에서 

여성의 비율을 2021년 대비 최소 27%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직접배출량

"이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대출은 수년 동안 우리에게 핵심 사항이었던 
형평성, 포용성, 환경 목표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출은 딜로이트가 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고객들, 그리고 더 넓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파트너 기관들에게 
그 책임 역량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해줌으로써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딜로이트 뉴질랜드 CEO, 마이크 혼(Mike Horne)

(Scope 1)과 간접배출량(Scope 2)의 절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이고, 기타배출량

(Scope 3)을 FTE(전일종사 노동자 수) 기준으로 

5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매년 딜로이트 뉴질랜드는 각 목표에 대해 외부 

기관에서 공증 받은 결과를 은행에 보고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보고 결과에 따라 향후 12개월 동안 

금리 상향 혹은 하향 조정을 받는다.

16

https://www.deloitte.com/global/en/about/people/social-responsibility.html
https://www.deloitte.com/global/en/about/people/social-responsibilit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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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올림픽 정신의 발전올림픽 정신의 발전

2022년 4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와 

딜로이트는 올림픽 정신의 발전을 위해 5개 

게임에 대한 TOP(The Olympic Partner, 

올림픽 파트너) 10년 계획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딜로이트가 세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파트너로서 

협력하게 될 올림픽은 2024 파리 올림픽, 2026 

밀라노-코르티나 올림픽 및 패럴림픽, 2028 

로스앤젤레스, 2030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2032 브리즈번 올림픽이다. 

올림픽 혁신올림픽 혁신

세계 올림픽 파트너로서 딜로이트는 경영 및 

비즈니스 컨설팅 영역의 탁월한 전문성을 활용해 

올림픽 운동을 지원하는 IOC의 디지털 생태계를 

개선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딜로이트는 IOC를 디지털 혁신 전략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올림픽 팬 경험의 개인화, 디지털 서비스 

향상, 전 세계 팬들 간의 소통, 올림픽 게임의 흥미 

증진 등과 같은 부분에서 디지털 전문지식을 활용해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IOC의 목적과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추진IOC의 목적과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 추진

IOC는 ‘올림픽 어젠다 2020+5’라는 미래 전략적 

로드맵 수립과 IOC의 스포츠로 더 나은 세상을 

세우자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탁월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딜로이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딜로이트는 올림픽 경기 개최를 

주도한 국가 올림픽 위원회, 수십억 명의 팬과 수천 

명의 선수들를 지원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경영 및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를 글로벌 팀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딜로이트는 기업 거버넌스, 전략, 지속가능성,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선수 지원 및 복지와 

관련해 ‘올림픽 어젠다 2020+5’에서 밝힌 중요한 

과제의 진전을 위해 ESG 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딜로이트는 IOC와 

협력하여 이니셔티브에 대한 프로그램, 레거시

(legacy) 프로젝트와 전략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림픽 어젠다 2020+5’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건실한 거버넌스와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번 파트너십의 전담조직(Centre of Excellence, 

CoE)을 발족하고 참가 국가 올림픽 위원회들을 

위한 행정 및 관리 운영의 모범 사례를 다룰 것이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림픽은 우정, 
연대, 공정한 승부를 통해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딜로이트와 
IOC는 올림픽을 통해 사회에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강화, 증진, 
창출하기를 기대합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CEO, 푸닛 렌젠(Punit Renjen)딜로이트 글로벌 CEO, 푸닛 렌젠(Punit Renjen)

"이 파트너십을 통해 딜로이트와 협력하는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어 
기쁩니다.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달성하고자 하는 딜로이트의 이니셔티브와 IOC의 ‘
올림픽 어젠다 2020+5’ 미래전략 로드맵에서 나타나는 변화와 변혁을 
이끌고자 하는 IOC의 철학은 일치합니다.”

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Thomas Bach)IOC 위원장, 토마스 바흐(Thomas Bach)

https://www.deloitte.com/global/en/about/story/impact/deloitte-ioc.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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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Resilience)

대만: 가전 선도업체를 위한 대만: 가전 선도업체를 위한 
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화공급망의 회복탄력성 강화

ESG와 관련된 보고와 기업 정보 공개에 대해 

검토가 철저해지고 시장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더 많은 대기업들은 자사의 공급업체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에 ESG를 중요한 요소로서 

평가하고 있다. 공급망 관리를 통해 기업은 규제 

기관이나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딜로이트 대만은 최근 

동아시아에서 대표적인 가전제품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감사를 진행했다. 딜로이트 대만 

팀은 딜로이트 중국과 협력하여 기업이 공급업체의 

ESG 성과와 탄소관리 프로세스를 보다 잘 평가하고 

자체 공급망 관리 접근법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딜로이트는 글로벌 전자부품 산업에 대한 깊은 

지식을 토대로 공급업체의 지속가능성 조치와 

목표를 체계적으로 검토했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모범 사례에 따라 공급망의 모든 측면을 

검토했다.

우리가 실시한 조사 결과는 고객이 공급업체와의 

소통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딜로이트 대만이 공급망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하기 

위해 발굴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공급업체와 ESG 이니셔티브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 메커니즘 구축

 • 공급업체가 지속가능한 접근법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 제공

 •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여 성능을 추적하고 진행 

상황을 분석하며, 기업실사(due diligence)

와 인터뷰, 후속 감사를 통해 결과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액션 플랜

딜로이트 대만의 리스크 자문 Director인 캐시 리

(Cathy Lee)는 "공급망 감사를 실시할 때, 우리는 

글로벌 조직 전체의 광범위한 관련 기술이나 지식은 

물론, 다년간의 업계 서비스 경험을 활용합니다. 그 

결과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자사 공급망의 ESG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 및 

제거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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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호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호주: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 
Office)의 납세 신고서를 강력한 Office)의 납세 신고서를 강력한 
데이터 세트로 전환데이터 세트로 전환

딜로이트는 공공기관이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리고 결과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딜로이트는 최근 호주 

국세청(ATO)이 미래 최고의 세무 기관으로 

현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체적인 예로, 딜로이트는 ATO와 협력하여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과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발굴했다.

바로 수천 개의 업무 관련 비용처리 청구 건을 AI로 

먼저 확인해 ATO 전문가들이 반드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고위험 사례만 우선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딜로이트 AI 솔루션은 세금신고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지원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납세자와 ATO와의 소통 

체계가 점차 간소화되어 국세청 직원과 시민 양 측 

모두의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동남아시아: 자동차 선도업체 동남아시아: 자동차 선도업체 
고객을 위한 인적자원(HR) 역량 고객을 위한 인적자원(HR) 역량 
혁신혁신

딜로이트 동남아시아는 한 주요 자동차 기업의 

운영 전반에 걸친 인적자원(HR) 프로세스 

표준화 작업을 2년간 지원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고객사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10

개 이상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별도의 HR 정보 시스템을 최근까지 사용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전 지역의 HR 프로세스를 조정·

표준화시키고 일관된 직원 경험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위험 

완화를 위해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단일 기준을 갖추기도 쉽지 않았다.

고객의 HR 기능을 혁신하기 위해 딜로이트의 

HR 팀은 SAP 성공요인(Success Factors) 

플랫폼을 구현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채용, 경력 

개발,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 · 자동화하여 전 

직원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딜로이트는 새로운 플랫폼 시험 기간을 거친 뒤, 

고객이 2023년에 이를 조직 전체에 도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이행 지원을 위한 변화 관리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고객들은 인력 자원을 재조직할 수 있는 통합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인력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딜로이트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풍부한 전문성과 경험으로 고객들의 혁신의 
속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하게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딜로이트 동남아시아의 엔터프라이즈 기술 및 성능 포트폴리오 리더, 안젤린 렁(Angeline L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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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신뢰

뉴질랜드: 럭비 스포츠로 뉴질랜드: 럭비 스포츠로 
뉴질랜드의 퍼시피카(Pasifika) 뉴질랜드의 퍼시피카(Pasifika) 
지역사회 부흥지역사회 부흥

럭비는 뉴질랜드의 문화에서 뿌리 깊은 

스포츠이다. 동네 운동팀에서부터 존경받는 국가 

대표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선수로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슈퍼 럭비(Super Rugby,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의 프로 럭비 연맹)의 최신 팀인 

모아나 퍼시피카(Moana Pasifika)는 지역민인 

퍼시피카 사람들과 이 지역의 우승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팀은 최근 새로 결성되면서 

태평양 국가들과 문화가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향한 연합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팀 결성은 뉴질랜드 럭비 선수 협회가 한 

퍼시피카 팀을 슈퍼 럭비 대회에 출전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유명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세워졌다. 

사모아(Samoa) 전 법무부장관인 헤르만 

레츨라프(Herman Retzlaff), 통가(Tonga) 

전 법무부장관인 아미니아시 케푸(Aminiasi 

Kefu), 뉴질랜드 국가대표팀 올블랙(All Black)

의 전설적인 선수인 브라이언 윌리엄스경(Sir 

Bryan Williams)을 비롯한 저명한 퍼시피카 

리더들이 참여했다. 이 운영위원회는 뉴질랜드 

럭비 협회에 이 팀을 슈퍼 럭비 대회에 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운영위원회는 한 지역 럭비 팀이 빅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얻기 

위해 딜로이트 뉴질랜드로 눈을 돌렸다. 비전은 

명확했다. 기존의 슈퍼 럭비 선수단과 경쟁할 

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 사회에 기회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자선 신탁으로 관리되는 

럭비 팀을 만드는 것이었다.

딜로이트 프라이빗(Deloitte Private)의 도우 

윌슨(Doug Wilson)과 포스 포우(Pås Peau)

팀의 리더인 리사 타이(Lisa Tai)는 운영회 

위원들과 주요 럭비계 사이를 연결하면서 그 

지역 럭비팀이 승인을 얻고 위원회의 비전에 대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커뮤니티를 

구축했다. 입찰은 성공적이었고, 이로써 모아나 

퍼시피카는 2022년 슈퍼 럭비 퍼시픽 시즌에 

참가할 수 있었다.

우리의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우리는 

운영위원회가 첫 시즌에 구동력과 지원을 얻도록 

주요 캠페인을 벌이도록 지원하기도 했으며 

모아나 퍼시피카의 운영 역량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

이는 대성공이었다. 모아나 퍼시피카는 마운트 

스마트 경기장(Mount Smart Stadium)

에서 브럼비(Brumbies) 팀을 상대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데뷔하였다.

현재 이 팀과 선수들은 미래 세대를 위해 

길을 닦고 있다. 선수단은 학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취미나 직업 개발에서의 스포츠와 

교육의 파워를 선보이며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금융자문과 리스크자문 사업부 전반에 걸친 공동의 노력으로, ‘측정 가능한 impact
를 위한 협업’(mahitahi)이라는 딜로이트의 공동의 가치를 실현시켰다는 의의가 있는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모아나 퍼시피카 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딜로이트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으며, 이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큰 영향을 주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딜로이트 뉴질랜드의 포스 포우(Pås Peau) leader 겸 리스크 전문가, Partner, 리사 타이(Lisa Tai)

"모아나 퍼시피카는 선수들이 세계 럭비 무대에 진출하고 고국을 대표하기 위한 길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마치 바다가 우리를 연결하듯이 그들의 행보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츠는 단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넘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성공을 만드는 물결이 되어 왔습니다. 
모아나 퍼시피카의 비전은 단순히 득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을 드높이는 파도가 되는 
것입니다."

딜로이트 뉴질랜드 프라이빗(Praviate), Partner, 도우 윌슨(Doug Wi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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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zero GHG emissions by
 

 
Committed to net-zero
emissions by 28%

71% 14%

65% 100%

56% 65,000명 이상

16%
CO2e 메트릭톤의 감소율
(FY2022 vs FY2019)

FTE 당 CO2e 메트릭톤의 감소율
(FY2022 vs FY2019)

2019 회계연도 (FY2019) 기준 
대비 직접배출량(Scope 1) & 
간접배출량(Scope 2) 감소율

과학기반 목표(SBTi)를 채택한 
전 세계 공급업체 비율(배출량 
기준) 

2019 회계연도 (FY2019) 
기준 대비 FTE당 출장 시 
기타배출량(Scope 3) 감소율

운영 및 비즈니스 출장 배출량의 
상쇄율

100% 목표 달성을 위해 
구입한 재생 가능 전력 비율

WorldClimate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인원수

27

온실가스(GHG) 배출량온실가스(GHG) 배출량

WorldClimateWorldClimate 목표를 향한 진전 목표를 향한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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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모두를 위한 통해 모두를 위한 
보다 나은 미래 구축보다 나은 미래 구축

2022 회계연도 (FY2022)에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유의미하고 측정가능하며 투명한 방식으로 

딜로이트의 글로벌 기후전략인 WorldClimate 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와 동시에, 딜로이트는 WorldClimate 전략과 

기후 및 지속가능성 시장 서비스에 투자했으며, 

이는 기후 행동에 대한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2022년 4월, 기후 및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고객 서비스, 데이터 중심 연구, 

자산 및 기능에 대해 10억 달러의 글로벌 투자를 

발표했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온실가스(GHG, 

Green House Gas) 배출 감축에 관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FY2022에 우리는 

FY2019 대비 탄소 배출량을 16% 감축했다. 

동시에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에너지의 56%를 재생에너지로 구입했다.

딜로이트는 자체 운영을 모니터링함은 물론, 

조달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딜로이트는 조직의 전체 공급망에서도 

딜로이트의 탄소 배출량을 정량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딜로이트는 자사의 포부를 실천함과 동시에 

환경 문제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탄소 발자국뿐만 아니라 자연과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있다. 생물 다양성은 환경 

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해 우리 조직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우리는 자연 친화적 솔루션을 지원하며 가치 

사슬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자연 기반 기후 

솔루션을 발전시키기 위해 딜로이트 지역에 

있는 토착민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지식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이 이끄는 

기후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인식한다. 이밖에도, 우리는 

토착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표했고, 이 중 

하나로 광산업과 호주의 원주민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보고서, ‘When day comes’가 

있다.

WorldClimate전략은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탄소 배출량 감소탄소 배출량 감소 지속가능성 수행지속가능성 수행

개인의 역량 강화개인의 역량 강화 에코시스템 참여에코시스템 참여

이는 2030년을 목표로 한 과학기반 탄소중립

(net-zero)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

이는 딜로이트가 최대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운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딜로이트는 아시아퍼시픽 전역 68,000명의 

딜로이트 임직원과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다.

딜로이트는 복잡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 

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딜로이트 네트워크 전 

지역의 선도적인 조직들과 협력한다.

WorldWorldClimateClimate 진행을 위한 조치  진행을 위한 조치 
실행실행

딜로이트 전략에는 과학을 기반으로 탄소배출을 

달성하기 위한 약속이 포함되며, 현재 2030

년까지의 지구온도 1.5도C 상승 관련한 단기 

목표를 실행 중이다. 이 목표는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세계자원 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 세계자연기금(World Wildlife 

Fund) 간의 협력 프로젝트인 SBTi(과학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 Science Based Target 

initiative)에 의해 검증받았다. 

또한 딜로이트는 조직 전체의 정책과 운영방식에 

지속가능성을 포함시키고 목표 대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 회계연도

(FY2022)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과 

정부 리더들과 협력하는 비영리 단체인 ‘

기후 그룹’(Climate Group)의 세 가지 핵심 

이니셔티브에 딜로이트의 WorldClimate 

약속을 실현하는 등 큰 진전을 보였다. 이 세 

가지 이니셔티브는 전기 재생에너지 활용

(RE100), 전기차 도입(EV100), 에너지 효율/

생산성 향상(EP100)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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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2.deloitte.com/au/en/pages/energy-and-resources/articles/when-day-comes---deloitte-australia---energy-and-resources.html
https://www.deloitte.com/global/en/services/risk-advisory/blogs/fostering-a-Net-zero-future.html
https://www.deloitte.com/global/en/services/risk-advisory/blogs/fostering-a-Net-zero-futur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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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전반에 지속가능성 포함운영 전반에 지속가능성 포함

2022 회계연도(FY2022)에 아시아퍼시픽 

전역에서 우리의 WorldClimate 전략은 다양하게 

실현되었다. 딜로이트 호주가 모든 사무실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을 

비롯해 몇몇 큰 변화를 이루었다. 딜로이트의 신축 

건물 전부가 친환경 인증 NABRS 5 Star 에너지 

최고 등급, 5-Star 그린 스타 인테리어, 디자인 

및 핏아웃(fit-out)에 대해 지속가능성 A 등급을 

갖췄다. 또한 WELL 플래티넘 건축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일본 딜로이트 토마츠 그룹(Deloitte Tohmatsu 

Group)은 딜로이트의 마루노우치 니주바시

(Marunouchi Nijubashi) 건물과 신-도쿄 

사무소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일본 

사무실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60%까지 높였다.

저감하지 못한 탄소배출량에 대해서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주요 기관인 CIP(Climate Impact 

Partners)를 통해 상쇄 배출권을 구매하고 있다. 

과학기반 접근법에 따라 탄소배출을 저감해야 하는 

선택이 우선시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접근법도 

여전히 딜로이트가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겠다는 당사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기업은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변곡점에 
와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가치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한 것도 이런 
노력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업이 고객 업무 핵심에 
지속가능성과 기후를 고려한 
사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게 
돕길 바랍니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내부 기후 및 

지속가능성 Leader, 니콜라 위어

(Nicola Weir)

기후 대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기후 대응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임직원 격려하기하도록 임직원 격려하기

지난 1년 동안 딜로이트는 임직원이 기후 대응 

행동에 일조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도전 

과제와 영감을 주기 위해 기후 e-러닝 프로그램

(climate e-learning program)을 론칭했다. 

세계자연기금(WWF)과 협력하여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전 세계 에 있는 딜로이트 임직원들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딜로이트의 행보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 내에서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한다. 아시아퍼시픽 전역에 있는 

65,00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이 교육을 마쳤으며 

그 중 94%는 기후변화 대응 조치를 실행하기로 

선언했다.

우리는 ‘사고 리더십’에 관한 최신 간행물을 

출판하고 기후 행동에 대한 생각을 논쟁하고 

토론하는 글로벌 허브인 Climate Exchange에 

임직원들이 참여하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아시아퍼시픽 기후 및 지속 

가능성 실천 커뮤니티(Asia Pacific Climate & 

Sustainability Community of Practice)를 

계속 확장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세계 최고의 

기후 관련 서비스와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내 전문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2022 회계연도(FY2022)에는 CURA 

플랫폼 내에 새로운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후 행동에 대한 임직원들의 

지식과 이해도를 높였다.  AI 기반 학습 허브인 

CURA은 우리 전문가들이 콘텐츠를 제작하고 

동료들과 공유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결되어 글로벌한 지식을 쌓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런 플랫폼과 다른 리소스를 활용해 딜로이트는 

임직원들이 2022년 4월 ‘지구의 달’(Earth 

Month)에 친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제반을 

마련하였다. 지구의 달은 전 세계 기관들이 기후 

행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연례 행사이다. 

딜로이트는 전역에 걸쳐 해변 청소와 재활용품 

모으기 등과 같은 환경 아젠다를 위한 지역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환경 관련 운동을 실천했다.

또한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전문가 4,000명 

이상이 ‘지구의 달’ 기간동안 WorldClimate 

을 주제로 한 특별 타운홀(townhall) 회의에 

참여했다. 우리는 임직원들이 “함께 더 나은 

미래”(Better Futures. Together.)를 세우는데 

일조하도록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에 

역점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지역 사회에서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해 토론했다.

기후 변화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개인의 
이유를 넘어 이제는 
고객과 지역사회 내에서 
딜로이트의 기후 대응과 
지속가능성을 이끌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저는 정부, 민간 및 공적 부문이 힘을 모아, 생존과 
기후 정의와 세대간 공정함을 위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믿어 왔습니다.

딜로이트가 
세계경제포럼(WEF)과 
기후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와 협력해 
이사회에서 기후행동을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세계기후 생태계 이니셔티브는 
딜로이트가 기후변화와 자연보호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내 · 외부적으로 
해결하도록 힘을 실어 줍니다.

딜로이트는 비즈니스의 
미래를 만들고 우리의 미래 
(글로벌) 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딜로이트 AP CEO,
신디 훅(Cindy Hook) 

딜로이트 파운데이션 차이나, WorldClimte Assistant Manager, 
몬 티안(Morn Tian)

딜로이트 호주, 재무자문 Manager, 
루시 미라즈(Lucy Mraz)

딜로이트 동남아시아, WorldClimate Manager, 
스텔라 마튤레시아(Stella Matulessya)

딜로이트는 고객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이해하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일본, 리스크자문 Partner,
츠요시 카타기리(tsuyoshi katagiri)

개개인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개인 모두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대만, Senior Consultant, 
마이클 우(Michael Wu)

딜로이트는 넷제로 약속을 즐겁게 
이행하는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임직원의 탄소배출 감소 활동과 
딜로이트의 장기 지속가능성 목표를 
도왔습니다.

기후변화 해결에서의 
핵심은 기후 소양(Cli-
mate literacy)을 갖추고 
집단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딜로이트는 
직장과 지역사회 모든 
곳에서 변화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더욱 활발하게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25곳 이상의 
각 도시에서

중국어, 영어, 일어, 
한국어 4개의 
언어로 진행함. 

4000명 
이상의 참여자가

딜로이트 인도, CNS Senior Consultant,
 사가 샤우닉(Sagar Shaunik)

딜로이트 AP, WorldClimate leader, 
엘리자베스 파버(Elizabeth Faber)

딜로이트 뉴질랜드, 
재무자문 Manager, 
에이미 스파크스(Amy Sparks)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전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와 
행동에 지속적이고 엄청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후 리더십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가 기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법

글로벌 지속가능성 및 
기후 서비스 론칭으로 
우리는 고객과 
지역사회에 
엔드-투-엔드 통합 
솔루션을 규모에 맞게 
제공할 수 있게 됐고 
고객의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이슈 해결하는 
데 있어 딜로이트를 
Undisputed Leader로 
만들 것입니다.  

윌 사이먼스(Will Symons)
딜로이트 AP 지속가능성 & 기후 leader

지속가능성과 기후 
전문가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고객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VIP(Val-
ue-drive, Innovative, 
Passionate, 가치 
주도적이고 혁신적이며 
열정적인)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앨버트 라이(Albert Lai)

카본케어(Carboncare) 아시아 
기후전략 leader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방법
우리는 자연을 위해, 탄소중립을 
위해, 그리고 지역사회와 
딜로이트를 위해 긍정적인 성과를 
일구기 위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식물다양성과 
비즈니스에서도 이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내의 토착민 커뮤니티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딜로이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자연과 토착민 사회를 위해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호주에서 실행한 딜로이트의 ‘탄소 
숲 프로젝트’(carbon forest 
project)는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면 힘을 모아 효과적인 경관 
재생을 통해 기후와 사람들을 위한 
전체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니스 치앙 (Janice Chiang)

딜로이트 AP 지속가능성&
기후, 운영 및 프로그램 
매니저

생물다양성 & Natural Capital Director, 
가이 윌리엄스(Guy Williams)

Indigenous Services Group, 
Director, 벡 할리데이(Bec Haliday)

리스크 자문 Senior Manager, 
셀리아 헤이즈(Celia Hayes)

딜로이트 AP WorldClimate 타운홀 미팅, 지구의 달

 지구의 달

2022년 4월 19일 화요일                                                               #BETTERFUTURESTOGET
HER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about-deloitte/press-releases/deloitte-launches-climate-learning-program-to-empower-all-three-hundred-and-thirty-thousand-people-to-take-action.html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about-deloitte/press-releases/deloitte-launches-climate-learning-program-to-empower-all-three-hundred-and-thirty-thousand-people-to-take-action.html
https://www.deloitte.com/global/en/issues/climate.html
https://www.deloitte.com/global/en/issues/climate/better-futures-together.html
https://www.deloitte.com/global/en/issues/climate/better-futures-togeth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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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기후 문제에 대응하도록 고객이 기후 문제에 대응하도록 
지원지원

딜로이트의 WorldClimate 전략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의 지속가능성 

서비스를 강화한다. 우리는 거버넌스, 시스템 

사고, 지속가능한 금융에 대해 자사의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금융 접근, 탈탄소 전략 개발, 

탄소중립 목표에 대한 자문, 기후 회복탄성력 및 

역량 구축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2022 회계연도(FY2022)에는 이런 역량을 

활용한 여러 업무를 통해 고객의 탄소중립(net-

zero) 여정을 가속화했다. 기업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도입하게 돕고, 이해관계자들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리스크를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접근법에 따라 딜로이트 호주는 최근 ESG 

자문 서비스 기업 OCT Emissions Solutions

와 협력하여 딜로이트 배출 솔루션(Deloitte 

Emissions Solutions)를 만들었다. 이는 

신기술이나 초기 기술을 시장에 도입하고 대규모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킨다.

에코시스템 파트너에게 신뢰할 에코시스템 파트너에게 신뢰할 
만한 자문 제공만한 자문 제공

2022 회계연도(FY2022)에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솔루션 개발을 위해 제휴 파트너, 비정부 기관

(NGO), 산업 그룹, 공급업체 등을 비롯한 

딜로이트의 에코시스템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예를 들어, 딜로이트는 2021년에 시작된 글로벌 

이니셔티브 자연관련 재무 정보공개 협의체

(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TNFD)의 일원으로서 활동했다. 

TNFD는 자연이 기관의 즉각적인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관이 자연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생긴 장기적인 

재무 리스크에 대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TNFD 작업의 핵심은 기관이 변화하는 자연 관련 

리스크를 보고하고 대응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 및 정보공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이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농업·금융·

소매· 추출 부문의 주요 고객들과 협력하여 TNFD

의 최초의 글로벌 대응 프로젝트 5개에 참여하고 

있다.

아시아퍼시픽의 기후변화 대응을 아시아퍼시픽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적으로 지원선도적으로 지원

기후 위기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 

소요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속하고 

집단적인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고 있다.

딜로이트는 우리가 선택한 행동,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행동, 생태계에서 우리가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행동을 통해 

아시아퍼시픽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도록 돕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소개하겠다.

https://tnfd.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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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퍼시픽: 전역에 걸쳐 기후 아시아퍼시픽: 전역에 걸쳐 기후 
대응 거버넌스를 지지대응 거버넌스를 지지

아시아퍼시픽 전역에 걸쳐 기관들은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리스크와 의무를 관리할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기관이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딜로이트는 혁신적인 

기후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아시아퍼시픽의 

에코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호주호주

호주에서 딜로이트는 2022년 6월, 세계자연기금

(WWF)과 중요한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WWF 호주의 '재생을 위한 혁신'(Innovate 

to Regenerate) 프로그램에 딜로이트가 

기여하는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기후 생물다양성과 식품에 대한 임팩트 투자를 

장려하는 재생 솔루션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는 호주 비즈니스 위원회(Business 

Council of Australia)와 함께 넷제로 경제 달성

(Achieving a Net Zero Economy) 리포트 

작업을 통해 기후 아젠다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중요한 연구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지 못한다면 

향후 50년간 3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연구 

작업과 함께 2030년 말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50% 감축 목표를 지원하는 작업은 호주의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며 힘을 

모으는데 도움을 주었다.

지난 12개월 동안 딜로이트 호주는 탈탄소 

공적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의 목표를 지지하기로 약속한 

호주 CEO 44명으로 구성된 단체 CLC(Climate 

Leaders Coalition)에 계속 자문을 제공했다. 

이에는 저탄소 미래로 전환하기 위한 CLC의 

CEO를 위한 '2030년 로드맵' 지침에 대한 설계 

지원이 포함된다. CLC는 2021년 11월, 글래스고

(Glasgow)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딜로이트는 호주 기업 이사 협회

(Australian Institute of Company Directors)

와 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

과 함께 호주 기후 거버넌스 이니셔티브(Climate 

Governance Initiative Australia)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이니셔티브는 호주의 기업 

이사회가 기후를 하나의 안건으로 수용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싱가포르

싱가포르에서 딜로이트는 ‘기후 거버넌스 

싱가포르’(Climate Governance Singapore, 

CGS)를 지원하기 위해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와 

싱가포르 관리자 협회(SID, Singapore Institute 

of Directors)등의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했다.

CGS는 세계경제포럼의 기후 거버넌스 

이니셔티브에서 싱가포르에 해당되는 챕터다. 이 

비전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이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기후 관련 리스크와 기회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CGS는 

모든 이사회의 결정에 기후가 하나의 안건으로 

고려되길 바란다.

이사회는 CGS를 통해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해 

전략적 · 재무적 · 인적자본 계획, 리스크 관리 및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작업을 워크샵이나 

컨퍼런스, 엄격하게 선정된 리소스 라이브러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는 싱가포르와 

CGI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법률 및 거버넌스 

모델을 이용할 수 있다.

딜로이트 싱가포르는 CGS의 적극적인 

파트너로서 경영 및 거버넌스에 기여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성을 제공한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지원해온,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을 위한 4개의 교육 세션은 다음과 같다.

• 기후 문제에 대한 이해

• 법률, 정책, 규정

•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

• 이사회에 대한 영향

딜로이트 동남아시아 CEO겸 CGS 자문 이사인 

필립 유엔(Philip Yuen)은 "이 교육 세션 동안 

우리는 업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성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포용한 여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사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소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이사회에서 기후변화가 우선시되게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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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퍼시픽: 2022 지구의 달 아시아퍼시픽: 2022 지구의 달 
기념기념

매년 4월은 지구의 달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 

기간은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을 

위한 행동을 추진하는 달로 여겨지고 있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도 이에 동참한다. 

4월 한 달간, 딜로이트는 임직원들이 기후 행동에 

관련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게 장려한다. 

2022 회계연도(FY2022)의 딜로이트 활동 

중에는 ‘함께 더 나은 미래’(#Better Futures 

Together) 글로벌 캠페인 론칭이 있었다. 이 

캠페인은 우리 조직이 직장, 가정, 지역사회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이 글로벌한 주제에 대해 해당 지역에 맞춘 활동은 

물론 지역 내의 고유한 지구의 날 활동을 진행했다.

호주호주

딜로이트 호주는 '함께 더 나은 미래' 지구의 달 

캠페인의 중점을 임직원 참여에 두었다. 우리는 

임직원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서 기후 행동을 

하도록 독려했다. 이에는 기후 행동을 위해 각자가 

수행한 개인 사례를 공유하는 대회도 포함되었다. 

또한 우리 임직원들이 ‘클린 업 호주’(Clean Up 

Australia)와 같은 환경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도록 지원했다.

우리는 재생 에너지나 지속가능한 연금 투자 

옵션으로의 전환 등 우리가 가정과 직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 인식을 높였다. 그 일환으로, 

순환 경제와 같은 주제로 기후 행동에 대해 온라인 

블로그 게시물을 게시했다. 또한 연사 이벤트를 

여러 차례 열었다. 예를 들어, 딜로이트 파트너 두 

명과 함께하는 웨비나, 집단 행동 강화를 주제로 한 

옥스팜(Oxfam)과의 세션 등을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딜로이트 기업들은 기후 비상상황이나 

나무 심기에 대한 패널 토론 등 지구의 날을 주제로 

한 활동을 조직했다.

또한 딜로이트 호주는 기후변화 회복탄력성 

구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고객을 

위한 ‘지속가능한 행동 지수’(Sustainable 

Action Index)를 마련했다. 그와 동시에 기업이 

급변하는 복잡한 기후 환경을 탐색하면서, 자사의 

전략에 기후요소를 통합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기후 

및 지속가능성’(Climate & Sustainability) 

서비스를 출시했다.

중국중국

딜로이트 중국은 지구의 달 활동과 관련하여 

전 세계 기후변화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룬 

웨비나를 2회 개최하였다. 이는 총 1,539회 

시청되었다.

또한 75명의 팀원들은 톈진의 바이샤완만

(Baishawan Bay), 선전(Shenzhen), 둥장양

(Dongjiang Yang) 항에서 자원봉사로 해변 

청소를 하는 등 전국적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바이샤완 만에서는 2시간 채 되지 않아 약 1.6

킬로미터도 안 되는 해안선에서 다 자란 해달 

두 마리 정도의 무게인 88kg에 달하는 쓰레기 

1,068개를 주웠다. 동장양 항에서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궂은 날씨에도 해안선에서 27kg 

의 폐기물을 수집했다.

4월 22일, 지구의 날 당일에는 18명의 딜로이트 

자원봉사자들이 베이징 올림픽 숲 공원

(Olympic Forest Park)에서 열린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했다. 산수이 보존센터(Shan 

Shui Conservation Center) 직원의 안내를 

받아 우리 임직원들은 지정된 공원 구역에서 새와 

식물을 관찰하고 기록하여 생물양성 보존 노력에 

동참했다. 또한 공원 직원들이 24시간 야생동물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적외선 기록 장치를 

설치했다.

한 자원봉사자는 "불과 1제곱미터도 안 되는 

초지에 식물이 10종류 이상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자연보호센터 직원들이 

제공했던 정보 덕분에 도시내의 생물다양성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옛말에 '작은 행동일지라도 선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 환경을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다.

일본일본
4월 23일, 일본에서 딜로이트의 자원봉사자 
30명이 도쿄의 아라카와(Arakawa) 강둑에 
가족과 함께 모였다. ‘아라카와 강 청소 지원 
포럼’(Arakawa River Clean-aid Forum)
이라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지구의 달 쓰레기 
청소’ 활동을 위해 모인 것이었다.

이들은 약 55개의 봉지에 달하는 쓰레기를 
모았다. 강둑에 버려진 쓰레기의 양과 그 품목을 
조사해 보니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쓰레기량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딜로이트 일본의 임직원들에게는 2020년 
초 팬데믹이 이후로 처음 참석하는 야외 봉사 
활동이었기 때문에, 소중한 동료들과 유대 관계를 
다시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한국한국
한국에서 딜로이트는 지구의 달을 맞아 일주일 동안 
채식에 도전하는 캠페인을 열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WorldImpact 리더 
장헌주는 "우리는 붉은 육류 생산 · 가공 · 포장 
방법을 비롯해 전 세계 식품 시스템이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임직원들이 채식주의 
식단이 탄소 배출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전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이 캠페인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했다. 나중에 

이들은 딜로이트의 소셜 미디어 채널에서 
후기를 공유했다. 이 밖에도 지구의 달 기간 
동안,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서울 오피스 내의 
카페테리아에서 2주간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카페테리아 이용 시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면 음료를 
더 큰 사이즈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었다.

동남아시아동남아시아
2022년 4월, 딜로이트 동남아시아에서는 전역에 
걸쳐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도록 ‘그린 임팩트’(Green 
Impact) 챌린지를 시작했다.

챌린지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은 대화형 온라인 
툴킷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다양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 행동 실천 방안은 
복잡성에 따라 세 가지로 구성되며, 각각 그에 
상응하는 금상, 은상, 동상이 수여된다.

그린 임팩트 챌린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환경에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붉은 
육류 섭취 줄이기, 물 절약,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선택이 동반된 여행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집에서 채소 심기, 지역사회의 청소 행사 참여, 
1회용 포장지 사용 거부 등과 같은 행동 방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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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학과 대학생들의 기후 문맹 중국: 대학과 대학생들의 기후 문맹 
퇴치퇴치

딜로이트 중국의 글로벌 목표는 세계를 저탄소 

미래로 전환하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딜로이트 중국은 이런 포부를 유의미한 

집단행동으로 실현하는 일에 일조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딜로이트의 ‘탄소 제로 캠퍼스 기후 교육 

프로그램’(Zero-Carbon Campus Climate 

Education Program) 도 그러한 조치 중 

하나이다. 딜로이트 중국 재단과 비정부기구인 

‘중국청년 기후행동네트워크’(China Youth 

Climate Action Network)가 공동 주관하는 이 

프로그램은 대학과 대학생들의 기후 문맹 퇴치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 딜로이트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학생들이 더 많은 기후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계획된 온라인 및 캠퍼스 활동을 

실행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 스냅숏'과 '캠퍼스 

매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1,8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직 · 간접적으로 

활동에 참여했다.

한 학생 참여자는 "생물다양성 스냅숏 행사로 기후 

행동을 처음 알게 되었고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더 많은 환경 보호 

활동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캠퍼스 매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음식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의 영향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현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방법과 절차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Business Social Home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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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쓰레기 없는 동네를 만들기 한국: 쓰레기 없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청소 활동 참여위해 청소 활동 참여

지구의 달에 실천하는 이러한 모든 활동은 

우리가 행하는 기후 행동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 

아시아퍼시픽 전역에서 딜로이트는 일년 내내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웨비나, 자원봉사 

등에 참여한다.

예를 들어,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임직원들과 이들의 

가족 236명은 2021년 11월, 4주 동안 쓰레기를 

주우며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플로깅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걸어 다니면서 동네 쓰레기를 최대한 많이 

치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총 3천만보의 걸음을 

기록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팀의 목표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 세계자연기금(WWF Korea)에 1,000

만원 (미화 7,200달러)을 기부했다.

백인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의장 겸 ESG 센터장은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지속가능성으로 

직접 전환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단계에서 우리는 딜로이트와 이를 

둘러싼 네트워크, 가족, 지인들에게 기후 행동 

운동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1

플로깅 캠페인도 그런 운동의 일부입니다"고 

전했다.

Business Environmental Social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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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프루트베일(Fruitvale) 뉴질랜드: 프루트베일(Fruitvale) 
학교를 위한 친환경적 미래를 향한 학교를 위한 친환경적 미래를 향한 
투자투자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식량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지속가능한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한 가지 

답으로, 식량을 경작, 수확, 공유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도록 권장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한 딜로이트 뉴질랜드 자원봉사 단체가 

오클랜드(Auckland)에 있는 프루트베일 학교와 

협력하여 학생들이 환경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왔다. 

딜로이트의 기후 및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인 

WorldClimate 의 일환으로, 과일나무, 채소, 

허브를 심은 '먹거리 정원'을 학교에 조성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관리하도록 했다.

딜로이트 뉴질랜드 팀은 학교가 제공한 도구를 

사용해 작업했다. 계획 하에 묘목, 관목, 식물을 

구입하여 심고, 학생들이 그들 주변에서 자라는 

먹거리 정원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학교의 해당 정원 

구역 내에 자전거 길을 새로 단장하는 일 등을 

수행했다.

"WorldClimate 약속의 
일환으로, 딜로이트는 우리 
지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지하도록 힘을 주길 원합니다. 
프루트베일 학교의 식량 정원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딜로이트 뉴질랜드, 컨설팅 partner, 가레트 딜로이트 뉴질랜드, 컨설팅 partner, 가레트 

글로버(Gareth Glover)글로버(Gareth Glover)

또한, 양질의 비료가 되는 해조와 식물의 뿌리 

덮개 등 여러 재료가 혼합된 '뜨거운 퇴비' 패치를 

만들었다. 이와 동시에, 지역 관목 재생을 돕기 위해 

잡초를 제거하면서 학교 구역 경계에 있는 개울을 

복원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난제를 해결해야 

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둘째 

날 우리는 식량 정원과 뜨거운 퇴비 계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범위를 좁혀야 했다. 

한여름은 매우 더운 날씨였기 때문에, 땅 속에서 

아직 자라지 않은 식물들이 마르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했다. 이를 위해 식물들이 이식되기 전에 

뜨거운 열 때문에 죽지 않도록 큰 플라스틱 용기에 

넣는 작업을 했다.

프루트베일 교장 도날 맥클린(Donal Mclean)

은 “딜로이트 팀은 중요한 리소스를 제대로 

배치해 우리가 이 꿈과 같은 계획을 실현시키도록 

도왔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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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0만 달러

220만명

68,498 명

25.3% 3,610만 달러

50.2% 49.8% 

460만명

706,130 명

53 시간 158만개

14,541 명 23,763 명

1억7,590만 달러

247,785 시간
사회적 투자사회적 투자

WorldClass 로 영향을 준 인원수

임직원 수 여성 남성

여성 임원(partner, principal, managing director) 
비율(2025년까지 32% 목표) 

연간 직접 교육 투자액수강 완료된 e러닝 
코스

WorldClass 목표인 2,300만명 중 
FY18~FY22 달성 인원수 

지원자

연간 개인 교육 시간

인턴십 신규 채용 인원수

FY18~FY22의 사회적 투자 총액

프로보노 및 봉사활동에 기여한 시간

사회적 투자사회적 투자

인원수인원수

최고의 인재 유치 및 육성최고의 인재 유치 및 육성

Business Environmental Social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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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학습 및 개발 기회 제공을 
통한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

2022 회계연도(FY2022)은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팬데믹의 영향 등 여러가지 복잡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힘든 한 해였다. 모든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도 

스스로 교육하는 방법을 포함해 생활 방식과 작업 

방식의 여러 측면을 다시 설계해야 했다.

이에 대응하여 딜로이트는 지속적으로 상당한 

리소스를 투입하여 우리 전문가들이 상황에 

적응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발전시켰다. 전문가들의 기술 성장을 

위해 교실 수업을 통한 훈련, 온라인 학습,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제공 등이 이에 포함된다.

맞춤식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우리의 United+Unique 경영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은 이런 접근법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딜로이트의 가장 유능한 시니어 파트너에게 

전략적인 투자를 하는 이 프로그램은 딜로이트 

긍정적인 영향을 위한 
아시아퍼시픽 내의 연결 
강화 

아시아퍼시픽 전략 수행을 지원하고, 승계 절차를 

체계화하며, 딜로이트 파트너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동료들 간의 강력한 관계와 네트워크를 육성한다.

딜로이트 HC(Human Capital) 컨설턴트가 

설계하고 제공하는 이 프로그램은 세계 최고의 

콘텐츠와 개인 맞춤별 특성을 갖추어 가상 및 대면 

방식을 통해 도전적이고, 유의미하며 효과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2022 회계연도(FY2022)에 

우리는 신중하게 뽑은 주요 파트너 38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향후 지역 및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비시켰다.

또한 FY2022에는 고객산업본부(C&I) 

비즈니스의 시니어 파트너를 위한 최첨단 학습 

· 개발 리소스인 피나클(Pinnacle)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으로 설계된 

피나클 프로그램은 리더가 고객 문제에 대해 

영향력 있고 미래 지향적인 솔루션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C&I 수석 리더 40명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딜로이트의 고객들에게 

더 강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경력의 모든 단계에 걸친 사내 직원들의 학습 · 개발 여정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와 미래의 성공에 필요한 역량과 기능과 함께 
기술력을 갖춘 인간 중심적인 인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PPO(People&Purpose Officer), 엘리자베스 페이버(Elizabeth Fa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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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장려

딜로이트의 또 다른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아시아퍼시픽 아카데미(Asia Pacific Academy)

가 있다. 이 대화형 플랫폼을 통해 실무진들은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딜로이트 

위한 실용적인 시장 진출 솔루션을 혁신하고 

가속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퍼시픽 

아카데미는 고객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소지역 · 지역 · 글로벌 발전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 교육은 실제 사례, 해당 

영역의 전문기술, 고객과의 소통을 활용한 8

주간의 집중적인 인큐베이션 단기 코스 형태로 

제공된다.

이 아카데미의 핵심 목표는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최신의 사고방식을 함양하여 시장에서 신속한 

동원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딜로이트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이런 종류의 지원 플랫폼을 

설계하고 개발한 최초의 기업이다.

2022 회계연도(FY2022)에 아시아퍼시픽 

아카데미는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각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새로운 이슈 해결 솔루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가와 파트너 등 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이에 참여했다. 프로그램에는 

돈과 가치의 미래, 금융 서비스의 진화를 

살펴보는 주제가 포함되었다. 또 다른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소비자 행동으로의 변화나 영향을 

주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이 탄소 배출량과 

자연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 혁신을 수용할 

수 있게 돕는 가치 추적 및 거래 프레임워크 구축, 

기후 대응 미래를 향해 기업이 정의에 기반하여 

전환되게 돕는 지원 작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시아퍼시픽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APFR(Asia Pacific 
Future-Ready) 교육과정

APFR(Asia Pacific Future-Ready)은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미래에 중점을 두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교육과정이다. 이는 회복탄력성, 민첩성, 

협업, 기술적 능숙도, 혁신, '비즈니스 구축'이라는 

6개의 핵심 역량을 다룬다.

이 학습 플랫폼의 콘텐츠에는 TED 토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

와 같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스에서 얻은 

최고의 기사, 팟캐스트, 비디오, 툴킷이나 강좌로 

준비되어 있다. 모든 콘텐츠는 AI 기반 글로벌 

통합 중앙 학습 플랫폼인 CURA를 통해 온디맨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22 회계연도(FY2022)에는 APFR 콘텐츠가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되었다. 새로운 자료로 

클라우드, 인공지능, 분석 리소스가 추가되었다. 

또한 복잡한 솔루션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협업과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한 정신 건강 · 

복지 지원에 대한 교육 리소스를 제공했다. 이와 

동시에 APFR Playlist 대회를 열어 전지역의 

전문가들이 APFR 콘텐츠로 영감을 얻었던 개인별 

학습 플레이 리스트를 제출했다. 대회 마지막에는 

전문가들이 투표로 CURA 최고의 플레이리스트를 

선정했다.

새롭게 부상하는 여성 리더들에게 
영감 제공 및 지지

IW(Inspiring Women) 프로그램은 부상하는 

여성 리더들을 축하하고 고양시키며, 영감을 주기 

위한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의 한 프로그램이다. 

이는 맞춤식 교육, 경험, 지원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인재 전문가들이 리더십을 

함양하게 돕는다.

2022 회계연도(FY2022) 딜로이트 전역에서 

온 70명의 참여자가 시니어 리더들과의 코칭 

세션에서 자신의 경력 목표와 그 달성 방법에 

대해 명확한 식견을 얻었다. 또한 이들은 개발 

워크숍에도 참석하여 2년간의 경력에 대해 세부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은 파트너 멘토와 

연결될 수 있고, 아시아퍼시픽 전역에 있는 여성 

동료들 간에 전략적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었다.

숙련 전문가에게 업무에 복귀할 기회 
제공

미래에 중점을 두는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경쟁이 치열한 인재 시장을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이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혁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인재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직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중 ‘Deloitte Encore’ 

프로그램이 있다.

2015년 딜로이트 US 가 처음 론칭한 Encore 

프로그램은 가정과 관련한 사유 때문에 직장을 

떠난 인재들을 비롯해 1~3년 동안 직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들을 환영한다.

이 계획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유급 기간제 

계약을 통해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멘토링, 코칭,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과 함께 전문기술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서로 소통하며 다른 

딜로이트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맺어갈 수 

있다.

딜로이트 호주에서는 Encore 프로그램과 

유사한 RtW(Return to Work) 프로그램을 몇 

년간 운영하고 있다. Encore은 채용을 목표로 

한 24주 프로그램이다. 딜로이트는 국제 여성의 

날에 맞춰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하고, 채용 

웹사이트에 자세한 내용을 게시했다. 또한 개별 

사업부가 모집해야 하는 참여자 수를 분명히 

밝히도록 권장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에 힘입어 이는 일본,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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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과 포용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 
육성

성별 균형 표준화를 위한 노력

딜로이트에서 우리는 모든 이들이 존중받고 

있으며 직장 생활을 잘 보내고 있다고 느끼기를 

바란다. 글로벌 DEI (다양성, 평등, 포용,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인 'ALL IN' 
전략을 통해 우리는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며 

성공하면서도 각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얻을 수 있는,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시아퍼시픽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 

중 하나이므로, 우리는 강력하고 통합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경쟁 우위를 만들어 가기도 한다. 

딜로이트의 멤버펌 고객들이 직면한 비즈니스 

과제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차원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지역, 배경, 

관점이 각기 다른 인재들을 연결하는 문화를 

조성하면서 우리는 보다 나은 전문가와 리더가 될 

수 있다.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의 한 예로 

‘Courageous Conversations’ 플랫폼을 들 

수 있다. 아시아퍼시픽 DEI 의원회가 후원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전지역에 있는 딜로이트 

임직원들은 힘든 문제에 대해 개인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월간 인터뷰 시리즈로 시작한 이 플랫폼은 

첫해부터 생방송 토론 형식으로 발전했다.

지난 한해동안 이 플랫폼을 통해 가정폭력, 

가족폭력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으며, 2022년 3월 

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성 편견에 대한 온라인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에는 지역 전역에서 

온 딜로이트 임직원 약 4,500명이 참석했다.

이밖에 딜로이트 리더들은 조직의 모든 차원에서 

성 균형을 표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전 지역에 걸쳐 딜로이트는 파트너와 리더의 

여성 비중을 2025년까지 24%에서 3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한, 채용 · 개발 · 

승진 · 승계의 경력 전체 주기에 걸친 계속적인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딜로이트 멤버펌에 

있어서, 우리는 평등한 급여 기준을 설정하는 

일에 책임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딜로이트의 

모든 임직원들을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보수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딜로이트의 

오랜 헌신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는 성별에 따른 모든 급여 차이를 줄이기 위한 

약속을 비롯해 공정한 급여 제공을 위한 포괄적인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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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딜로이트 입사를 지원하는 응시자들에게 

이전 연봉을 묻지 않고자 한다. 이는 급여 협상 

과정에서 편견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2020년부터는 매년 성별 급여 평등(gender 

pay equity, GPE)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우리는 접근법 개선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방법론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AI 및 데이터 분석 팀의 지원을 받아, 

성별 임금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추적할 수 있는 역량을 개선했다. 또한 

성별 임금 격차와 임금 형평성을 높은 수준으로 

평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파트너 소득 데이터를 

비교하기 시작했다.

2022 회계연도(FY2022)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성별 임금 격차는 지난 3년간 계속 

감소했다.

또한 FY2022에는 딜로이트의 여러 멤버펌에서 

초기부터 급여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연간별 프로세스로 GPE 감사를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다른 이니셔티브로는 ‘Panel Promise’가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고착화된 여러 요인 때문에 

행사에 참여하는 연사의 구성이 사회를 이루는 

여러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딜로이트가 

주최하거나 딜로이트가 연사, 사회자 또는 

패널리스트로 참여하는 외부 기관에서 조직한 

모든 행사와 컨퍼런스에서 연사 비율이 여성 

40%, 남성 40%, 기타 소수자 그룹 20%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퍼시픽 내에서 성별 균형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창의적인 조치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딜로이트 동남아시아는 성별 균형 등 다양한 

DEI 이슈에 관련한 작업을 후원해왔다. 여기서 

자원봉사자들은 유의미한 담화와 소통을 위한 

기회를 창출함으로써 DEI 전략 이행을 지원하는 

작업을 한다.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DEI 주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을 나눌 수 있는 

가상공간인, Chat @ DEI 카페를 론칭한 일이 

있었다. 2022년 국제 여성의 날에는 '나비가 

되어라: 편견을 허물고 영향력 미치기'(Be the 

Butterfly: Break the Bias and Make an 

Impact)라는 주제로 세션을 열었고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또한 딜로이트 동남아시아는 고객 조직 내에서 

여성 시니어 리더의 개인적 · 전문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다. 

이에는 여성 시니어 리더를 임원으로 준비시키는 

이니셔티브인 ‘Board-ready Women’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딜로이트 동남아시아는 사내 전문가들이 

안전하고 포괄적인 환경을 위한 역할 모델이나 

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리더십 활성화 랩(Leadership Activation 

Lab)을 만들었다. 2022 회계연도(FY2022)

에 동남아시아 지역의 모든 파트너와 디렉터가 

워크숍에 참여했고, 시니어 매니저의 88% 이상이 

워크숍에 참여했다.

Business Environmental Social Home

https://resources.deloitte.com/sites/global/talent/fortalprof/All%20In%20team%20documents/ALL_IN_strategy_one_pager.pdf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about-deloitte/articles/butterfly-effect.html
https://www2.deloitte.com/global/en/pages/about-deloitte/articles/butterfly-effec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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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LGBT+) 지원 강화

2020년 6월,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의 DEI 

위원회는 성소수자(LGBT+) 동료들에 대한 

딜로이트의 글로벌 약속을 확인하고 모든 이들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같은 해 12

월에, LGBT 및 연합 네트워크인 ‘Asia Pacific 
StandOUT’을 론칭했다.

최근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의 인재 참여 설문 

조사를 마친 응답자 중 4%가 성소수자라고 

밝혔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의 StandOUT 

네트워크는 포용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연맹들과 

자사의 모든 성소수자 동료들을 지원하도록 돕고 

있다.

2022 회계연도(FY2022) 아시아퍼시픽 

StandOUT의 활동으로 성소수자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의 임직원들에게 온라인 리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와 온라인 행사 초대장을 

제공하였다.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지역에서의 

아시아퍼시픽 StandOUT는 더 큰 커뮤니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우리의 

지원 활동 중에는 성소수자 이슈를 홍보 · 

옹호하는 웨비나 개최가 있었다.

1년에 걸쳐 딜로이트의 senior leadership은 

임원 그룹에서부터 평등 기조를 바로 세우도록 

도왔다. 웨비나 발표자로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AP) CEO, AP Board Chairperson, AP 
Executive 및 DEI 위원회 회원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대만(중국)으로부터 시니어 리더가 

참석했다.

개인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언제나 

아시아퍼시픽 StandOUT 웨비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FY2022 웨비나에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 대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서 성소수자와 이들과 협력하는 

실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아시아퍼시픽 StandOUT 은 전역에 걸쳐 

실천된 활동을 홍보한다. FY2022 딜로이트 

중국은 StandOUT 의 1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웨비나를 열었다. 

매년, 아시아퍼시픽 StandOUT와 DEI 위원회는 

성소수자 인권의 달(Pride Month)을 비롯해 

성소수자들의 중요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라인 이벤트를 개최한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축하 행사를 연중 내내 포용을 지지하는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다. FY2022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5월에는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하는 

국제의 날, 6월에는 성소수자의 달(참가자 

3,000명 이상), 8월에는 ‘Wear It Purple’의 

날을 기념했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딜로이트 

홍콩도 처음으로 현지의 성소수자 축제 ‘Pink 

Dot’에 참여했다.

아시아퍼시픽 DEI 위원회도 ALL IN Allyship 

Guide 등과 같은 딜로이트의 성소수자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딜로이트에서 우리는 세계 어디에서 일하건 개인의 진정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이든 이들을 지지하는 Ally이든, 우리는 
모두 일터를 최대한 포용적으로 만들어가는 Ambassador입니다.

-유미 타카하타(Yumi Takahata)

포용과 수용의 문화란 정책이 추진요인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으로 믿고 실천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ueerAllYear 2022년 6월 28일

AP 지역에서 3,000명 이상 참여

-매노흐 딤지(Manoj Dimji)

사내에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터가 
안전한 곳이라는 신호이며, 이는 모두에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행을 이메일 서명, 줌(Zoom), 
링크드인(Linkedin) 혹은 기타 플랫폼에서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페이버(Elizabeth Faber)

2023년 3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최초로 
월드프라이드(Worldpride, 국제 성소수자 
인권보호 퍼레이드) 행사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됩니다.

-메러디스 존스(Meredith Jones)

존중과 사랑으로 다름을 수용합시다.

-셸리 치아(Shelley Chia)

프라이드(Pride) 행사 동안,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타인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코버스 피터스(Cobus Pieterse)

매년 6월, 우리는 행복한 자부심(pride)을 
말하며 성소수자 달(Pride Month)을 
맞이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모든 달이 
성소수자 달이어야 합니다! 

-유진 응(Eugene NG)

우리 딜로이트 전략의 핵심에는 포용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데니스 차우(Dennis Chow) 

우리 딜로이트 전략의 핵심에는 포용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힐(David Hill) 

포용적인 문화는 LGBT+ 동료들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필 고프(Phill Gough)

월드프라이드(Worldpride)는 LGBT+ 커뮤니티와 다양한 문화의 전 세계 커뮤니티와 
함께 모여 갖가지 형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행사입니다.

-로비 로버슨(Robbi Robertson)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가 몸담은 커뮤니티와 
조직 내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힘을 얻길 바랍니다. 2023 회계연도(FY2023)에도 우리는 지역 전체에서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진정으로 지지하는 ‘일상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StandOUT leader, 필립 고흐(Phillip G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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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제고

딜로이트의 ‘직장 정신 건강 향상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협업’(Global Business Collaboration 

for Better Workplace Mental Health) 

이니셔티브는 아시아퍼시픽 지역이 준수하는 정신 

건강 기준을 따른다. 이 기준에 따라 우리가 진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다.

•직장 정신건강에 대한 리더십 교육 및 인식 제고

•사회적 편견을 줄이는 일에 협력하는 방법에 집중 

•학습 및 지원 정보를 딜로이트 임직원에게 제공

•정신질환의 원인을 파악 · 평가하고 해결 조치 파악 

딜로이트는 업무의 유연성을 제공하며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지역에 이에 관련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정신 건강 전문가를 

고용해 파트너들에게 정신 건강 관련 학습을 

제공하고 다른 여러 지역에는 정신 건강 교육 과정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왔다. 우리의 목표는 정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직장에서 정신 건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지지하고 촉진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글로벌 기준을 넘어 직장내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획을 가속화하며, 이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가정 및 가족 폭력의 해결

딜로이트는 네트워크 전역에 걸쳐 가정 및 가족 

폭력(domestic and family violence, DFV)

을 겪는 직원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이를 비즈니스 이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아시아퍼시픽 

관행에 DFV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는 상담, 유급 휴가, 유연한 근무 배치, 급여 

지급, 안전 계획을 비롯한 여러 지원 조치를 

제공하거나 무관용(no-tolerance) 정책 시행과 

더불어 도움을 줄 내 · 외부 기관을 소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우리는 임직원들을 위해 인식을 제고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딜로이트 각 지역에 최초의 

대응자를 지정했다. 최초의 대응자는 도움이 

필요할 경우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주요 연락망 

역할을 한다.

최초의 대응자는 가정 폭력의 사례를 인식, 

대응하고 도움을 요청한 자에게 적절한 지원처를 

소개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2021년 12월, 아시아퍼시픽 DEI 위원회도 

젠더에 관련한 폭력에 반대하는 유엔의 16일간의 

행동주의(16 Days of Activism) 캠페인에 맞춰 

딜로이트의 'Courageous Conversation’ 

시리즈의 일환으로 가정 및 가족 폭력에 대한 

온라인 패널 토론을 개최하기도 했다. 2,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한 이 온라인 행사에서는 

여러 이슈가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직장이라는 

맥락에서 가정 및 가족 폭력(DFV)을 이해하기, 

DFV로 피해를 받는 사람,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받는 이들이 딜로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유형, 딜로이트 실무자가 적극적인 3자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희생자 지원책에 관한 우수 

정책들에 대한 이슈였다.

인종차별에 맞서기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제도적 편견, 인종차별, 

불평등한 대우에 반대한다. 딜로이트는 우리가 

세상에서 보길 바라는 변화를 경청하고, 배우고, 

이끄는데 있어서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조직 전반에 걸쳐 소수민족 대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우리는 글로벌 및 현지 채용, 학습 및 개발, 

경력 발전 및 멘토링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원

딜로이트는 눈에 보이는 장애와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직장과 사회에서 

적극적이고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장애를 지닌 직원을 

위한 인식 세우기, 코칭,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처음으로 장애와 신경다양성 

담당 리더(Accessibility Leader for Disability 

and Neurodiversity)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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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중국은 고용주 브랜드 글로벌 리더인 

Universum이 선정한 ‘2022년 중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Most Attractive Employer 

in China)’ 순위에서 감사 · 회계 업계 1위에 

올랐다. 이는 14년 연속 수상한 것이다. 딜로이트 

싱가포르도 싱가포르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 15

위 안에 5년 연속 선정됐다.

딜로이트 중국은 2022년 우수 고용협회(Top 

Employers Institute)로부터 우수 고용기업으로 

인증을 받기도 했는데, 이는 전문 서비스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10위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다. 이 협회는 딜로이트 중국을 16년 연속 

우수 고용기업으로 인증했다.

가장 매력적인 기업

일하기 좋은 최고의 직장

딜로이트의 최근 수상내역

2022년, 신뢰 높은 우수한 직장 문화 구축을 

선도하는 글로벌 인증 제공기관 Great Place 

to Work®과 Fortune은 2022년 일하기 가장 

좋은 직장(the World’s Best Workplaces™ 

in 2022) 순위에서 딜로이트를 7위로 

선정했다. 이런 성과는 딜로이트 근무 여건에 

대한 딜로이트 임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했기에 특히 의미가 있다.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우리는 호주, 중국, 인도, 베트남에서 

일하기 좋은 직장 인증을 받았다.

링크드인이 선정한 최고의 기업(LinkedIn 

Top Companies)은 전 세계적으로 경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직장 순위를 보여준다. 

2022년, 딜로이트 호주는 호주에서 대학 
졸업생에게 가장 인기 있는 고용기업 3위로 
자리매김했다. 딜로이트는 ‘Grad Connection 
선정 졸업생이 가장 선호하는 100대 기업 리스트
(Grad Connection Top 100 Graduate 
Employers list)’ 안에 3년 연속 선정되었다. 
또한 ‘가장 인기있는 인턴십 고용기업 상’과 ‘가장 
인기 있는 비즈니스 및 커머스 고용기업 상’등의 
타부문에서도 수상을 거머쥐었다. 이 밖에도 ‘
호주 졸업생이 선호하는 최고의 회계 및 자문 기업
(Australia's Top Accounting & Advisory 
Graduate Employers)’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딜로이트 싱가포르가 싱가포르 
대학 졸업생이 선호하는 100대 고용기업에서 
21위를 차지했으며 회계 및 재무 관리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 Anphabe JSC는 딜로이트 베트남을 
'베트남 대학생들이 뽑은 2022년 최고의 
고용기업(Best Employer of Choice 2022 by 
Vietnamese University Students)'으로 2년 
연속 선정했다.

2022년, 딜로이트 호주는 ‘호주 인적자본(HR) 

상’에서 '최고의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최고의 

학습 및 개발 프로그램', '최고의 직장 다양성 및 

포용 프로그램'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올해의 고용기업(Employer of Choice)으로도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2022년 HRD 혁신 HR 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딜로이트 말레이시아는 ‘2021년 HR 우수상’

에서 '학습 및 개발 우수'와 '여성 역량 강화 우수' 

부문에서 모두 동상을 수상했다. 

딜로이트 싱가포르는 ‘2022년 직원 경험 상’에서 

'최고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과 '최고의 다양성 및 

포용 전략' 부문에서 모두 금상을 수상했다.

‘2022년 커뮤니티 비즈니스 상’ 시상에서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성소수자(LGBT+) 신인 

부문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된 바 있었다. 이는 

최근 성소수자 포용 여정을 시작한 아시아에서 

이 부문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기업을 인정하는 

상이다. 딜로이트는 성소수자 및 연맹 네트워크인, 

Asia Pacific StandOUT로 인해 최종후보로 

선정될 수 있었다.

졸업생이 가장 선호하는 고용기업 학습 및 개발 상

다양성 · 평등성 · 포용성 어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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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딜로이트 호주는 21년 연속으로 

호주의 직장 성평등국(Workplace Gender 

EQUALITY Agency)으로부터 성평등을 

위한 고용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2022

년 LGBTQ 포용 상’에서 4년 연속 고용주 골드 

등급을 받았다.

2021년 딜로이트 중국은 홍콩 성소수자 포용 

지수에서 처음으로 동상 기준을 인정받았다.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가 구성한 이 지수는 성소수자 포용을 기업 

아젠다에 확고히 포함시키려는 기업을 

인정한다.

딜로이트 일본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문화를 육성하고 긍정적인 사회 영향력을 

만드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D&I

부문 대기업 최우수 직장 인증 및 준대상’을 

수상했다.

2021년, 딜로이트 일본은 성소수자 인권

(PRIDE) 연례 지수에서 4회 연속 금상을 

받았다. 비영리 단체인 ‘Work with Pride’가 

주최하는 이 지수는 직장내 성소수자 직원들의 

포용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평가한다.

2022년, 국가별 최고의 기업 순위에서 각각 

딜로이트 호주는 12위, 딜로이트 뉴질랜드는 19

위에 올랐다.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Deloitte Consulting 

Korea)는 한국 고용노동부가 뽑은 '2021년 

일자리 창출 부문 대한민국 100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는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선정된 유일한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여성 고용안정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동남아시아에서,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인적자본

(HR) 전문가들을 위한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출판물인 HR Asia가 선정한 2022년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Best Companies to 

Work for in Asia 2022)에 들었다.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3년 연속으로 인정을 

받았다. 또한 HR Asia가 선정한 '2022년 배려가 

가장 높은 기업상(Most Caring Companies 

Award)'도 2년 연속 수상했다. 딜로이트 태국은 

Work Venture가 실시한 ‘태국 최고의 50개 기업

(Top 50 Employers in Thailand survey)’ 

조사에서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https://universumglobal.com/
https://www.top-employers.com/en/lp/announcement-2022/announcement-2022/
https://www.top-employers.com/en/lp/announcement-2022/announcement-2022/
https://www.greatplacetowork.com/best-workplaces-international/world-s-best-workplaces/2022
https://www.greatplacetowork.com/best-workplaces-international/world-s-best-workplaces/2022
https://www.greatplacetowork.com/best-workplaces-international/world-s-best-workplaces/2022
https://www.linkedin.com/business/talent/blog/talent-strategy/linkedin-top-companies
https://www.linkedin.com/business/talent/blog/talent-strategy/linkedin-top-companies
https://au.gradconnection.com/top100/2022/#finalist=afr-top100-employers-ranking
https://au.gradconnection.com/top100/2022/#finalist=afr-top100-employers-ranking
https://au.gradconnection.com/top100/2022/#finalist=afr-top100-employers-ranking
https://au.gradconnection.com/top100/2022/#finalist=afr-top100-employers-ranking
https://gradaustralia.com.au/top-employers/sector/accountancy-advisory
https://gradaustralia.com.au/top-employers/sector/accountancy-advisory
https://gradaustralia.com.au/top-employers/sector/accountancy-advisory
https://www.singapores100.com/overall-rankings-2022
https://www.singapores100.com/overall-rankings-2022
https://www.singapores100.com/overall-rankings-2022
https://www.anphabe.com/static/about-anphabe
https://www.hrawards.com.au/excellence-awardees/2022
https://www.hrawards.com.au/excellence-awardees/2022
https://www.hcamag.com/au/best-in-hr/innovative-hr-teams-2022/418263#winnersListSection
https://www.hcamag.com/au/best-in-hr/innovative-hr-teams-2022/418263#winnersListSection
https://awards.humanresourcesonline.net/hr-excellence-awards-ph/2021/singapore/winners/
https://awards.humanresourcesonline.net/employee-experience-awards-sg/2022-winners/
https://www.communitybusiness.org/programmes-campaigns/2022-community-business-awards-finalists
https://www.wgea.gov.au/what-we-do/employer-of-choice-for-gender-equality
https://www.wgea.gov.au/what-we-do/employer-of-choice-for-gender-equality
https://www.pid-awei.com.au/2022-awards/
https://www.pid-awei.com.au/2022-awards/
https://www.communitybusiness.org/programmes-campaigns/2021-hong-kong-lgbt-inclusion-index
https://www.communitybusiness.org/programmes-campaigns/2021-hong-kong-lgbt-inclusion-index
https://www2.deloitte.com/jp/en/pages/about-deloitte/articles/news-releases/nr20211214-2.html
https://www2.deloitte.com/jp/en/pages/about-deloitte/articles/news-releases/nr20211214-2.html
https://www2.deloitte.com/jp/en/pages/about-deloitte/articles/news-releases/nr20211111.html
https://workwithpride.jp/pride-i/
https://www.moel.go.kr/english/
https://hr.asia/awards/indonesia-2022/
https://hr.asia/awards/indonesia-2022/
https://hr.asia/awards/indonesia-2022/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r/2253259/top50-leading-workplaces-in-thailand-announced
https://www.bangkokpost.com/thailand/pr/2253259/top50-leading-workplaces-in-thailand-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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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임직원이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도록 지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딜로이트는 단순히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가 당면한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2022 회계연도(FY2022)에 딜로이트는 2030

년까지 직업 기술을 개발하고 교육 성과를 

향상시키며 전 세계 1억 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WorldClass
이니셔티브를 계속 발전시켰다.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우리는 빈곤, 교육, 기술 

개발,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기회 창출 등 중요한 

분야에 대한 업무 지원을 전략적인 주안점으로 

두고 있다. 우리의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비영리 조직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프로젝트에 

협력하고 있다.

매년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파트너들과 

전문가들은 '임팩트 데이(Impact Day)’라는 

자원봉사의 날에 참여하고 있다. 딜로이트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과 봉사활동을 

통해 임직원들이 지역사회에 연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우리는 ‘Impact Every Day’
를 실천할 수 있다고 믿는다. 

FY2022에 딜로이트는 전역에서 온라인과 

대면으로 ‘임팩트 데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는 

교육, 기술 개발, 기후 활동 등 특정 분야에 

기여하는 단체와 함께 자원봉사를 하는 데 중점이 

맞춰졌다.

딜로이트 호주는 아프가니스탄의 난민 위기, 

필리핀의 열대 폭풍 오데트(Odette) 피해 복구 

작업, 통가의 화산 복구 작업, 우크라이나 전쟁, 

호주 퀸즐랜드의 홍수 피해 등 5건의 긴급 재해에 

29만 호주 달러 (19만 5천 미달러)를 기부했다. 

자금은 딜로이트 직원들의 기부금과 기업이 

마련한 기금을 합해 마련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딜로이트 일본 전문가 823

명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긴급 지원 요청에 

10,493,000 엔 (69,000 미달러)을 기부했다.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다양하고 포용적인 문화 

구축뿐만 아니라 아시아퍼시픽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사회의 성과를 개선하고 그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드는데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흔들림이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확고히 하고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ALL IN 
과 WorldClas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딜로이트 

전역에서 우리가 취했던 대담한 행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https://www.deloitte.com/global/en/about/people/social-responsibility/worldclass-empowering-100-million-people.html
https://www.deloitte.com/global/en/about/story/impact.html


Building better futures | Asia Pacific Impact Report

Business Environmental Social Home

60

팬데믹은 우리의 업무 방식을 대대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로 인해 딜로이트는 기업에게 

있어서 현대식 업무의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딜로이트 

임직원들이 고객이나 팀과 함께 자신의 요구에 

맞는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장려할 수 

있을까?

이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딜로이트 

익스피리언스(Deloitte Experience)는 기존의 

유연한 작업 방식을 토대로 현대식 하이브리드 

작업 방식을 새롭게 구성하는 새로운 글로벌 

접근법이다. 이는 딜로이트의 글로벌 ALL IN 
이니셔티브와 조화롭게 연결되어 딜로이트 

전반에 임직원들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문화를 배양한다.

딜로이트의 새로운 접근법은 하이브리드 작업과 

유연한 업무 배치에 대한 자세한 지침과 리소스를 

임직원이나 팀에게 제공한다. 딜로이트 멤버펌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은 조정할 수 있다.

아시아퍼시픽 지역: 딜로이트 
경험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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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은 2021년 6월, 호주에서 

딜로이트 익스피리언스를 처음 시작했다. 

뉴질랜드, 한국, 동남아시아 등 다른 나라들도 

빠르게 그 뒤를 이었다.

이제 직원들은 고객, 팀, 개인의 필요에 따라 근무 

주간을 설계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

시까지인 기본 근무 시간이 사라졌다. 그 대신 

개인은 균형있고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동시에 

생산성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한 주를 

계획할 수 있다. 이 업무 방식은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의 중심에는 신뢰가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한다.

딜로이트의 선도적인 유연한 근무 형태에는 팀 

리더와 함께 하루의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간을 

합의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Flex-time)가 있다. 

유연휴가제(Flex-break)로는 개인적인 열정을 

좇기 위해 장기 휴직을 요청하거나 간단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유연장소제(Flex-place)
로는 고객이나 팀은 물론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직원들이 사내 사무실, 고객사 사무실, 집 또는 

적절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직원간의 대면 소통도 딜로이트 

익스피리언스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대면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들'이 동료와 

고객 간에 연결을 강화시킨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개인과 팀은 기념비적인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협업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고객 간의 관계 구축을 통해 영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딜로이트 익스피리언스를 사용하면 상호간의 

연결 방식을 대면으로 할지 가상으로 할지의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딜로이트의 동료와 고객, 그리고 기업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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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호주: 학교 리더들에게 기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회복탄력성 
제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 교육 현장에 유례없는 

후퇴와 위험을 불러왔다. 전 세계 학생들은 

학교 폐쇄로 인해 충격을 받았지만, 많은 기업과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어린이들이 변화하는 미래 

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딜로이트 

호주도 그 중 하나였다. 

딜로이트 호주는 2021년 4월, 학교 리더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개발 웨비나를 여러 차례 

열었다. 이러한 대화형 웨비나는 지리적, 민족적,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 첫 

웨비나 시리즈는 ‘포용 리더십의 힘’(The Power 
of Inclusive Leadership)으로, 교육자들이 포용 

및 다양성의 중요성과 이런 문제를 고려하면서 

수업과 학교를 이끄는 것에 대한 함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두 번째 시리즈 '신세계로 

나아가기'(Leading into the New World)는 특히 

변화와 불확실성의 시기 속에서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리더십의 자질을 모색했다. 이 시리즈는 

코칭을 통해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것과 개인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심층 분석이 포함되었다. 세 

번째 시리즈 ‘성과 개발을 위한 토대’(Foundations 
of Performance Development)는 성과 관리, 

웰빙, 도전적인 대화에 대한 실용 가이드와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현재까지 거의 300명의 학교 지도자들이 

딜로이트의 웨비나 프로그램을 접했다. 또한 

팬데믹으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77,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교육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저는 딜로이트 구술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 봉사활동에 신청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중 언어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저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이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들과 소통하는 것은 이제 매주 
가장 기대하는 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할 것이며, 다른 동료들에게도 동참할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딜로이트 중국, FA Partner, 콘라드 찬(Conrad Chan)딜로이트 중국, FA Partner, 콘라드 찬(Conrad Chan)

딜로이트 컨설팅 오스트레일리아 Director인 

마니 애닝(Marnie Anning)은 "딜로이트의 교육 

시리즈는 팬데믹에서 시작되었지만, 빠르게 교사의 

일터가 변화되는 환경에서 일의 미래를 선도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술을 교사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리더십 훈련 모델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의 다음 활동 단계는 딜로이트 임직원들이 

참여하고자 하는 학교를 직접 정하게 하여 향후에 

우리 지역사회를 확장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중국: 영어 능력 증진을 통해 이민 
청소년들의 시야 확대

중국 학교에서 영어는 의무 교육이지만 일부 

학생들, 특히 젊은 이민자들은 대화용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딜로이트 중국은 2021년 7월 

‘딜로이트 구술 영어 튜터링 프로그램’(Deloitte 
Oral English Tutoring Program)을 시작하기 

위해 비정부 기구인 하모니 커뮤니티 재단

(Harmony Community Foundation)과 

협력했다. 우리는 딜로이트 글로벌 WorldClass 
목표와 일치하는 이 계획을 통해 이민을 온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영어 과외를 제공하고 있다.

딜로이트 중국의 임직원들은 자원봉사를 통해 

영어로 시사 뉴스를 읽고 토론하는 실시간 

스토리텔링 세션과 함께 일대일 과외학습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 유창성을 

키우고 스스로를 표현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딜로이트 중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9개의 활동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정규 과정 

외 수업의 기회를 확대했다. 총 231명의 딜로이트 

임직원들이 해당 자원 봉사 활동 총 3,320 시간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188명이 영어에 대한 

지식을 얻고 말하기에 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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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역량 제고

딜로이트 일본은 딜로이트의 글로벌 WorldClass 

이니셔티브에 따라 사회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 비영리 단체, 시민 사회와 

함께 혁신적인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미래에 기여하는 

솔루션을 설계하고 제공한다. 또한 교육과 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우리가 이를 수행하는 한 가지 방법은 딜로이트 

토마츠 웰빙 재단(Deloitte Tohmatsu Well-
being Foundation, DTWF)을 통해서다. 

FY2021에 출범한 이 재단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 비슷한 목표를 

지닌 단체들과 협력한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구몬교육 연구소(Kumon Institute of 
Education)와 제휴하여 도쿄의 교외에 위치한 

요코하마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 아몬드 

커뮤니티 네트워크(Almond Community 
Network, ACN)를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 

식당으로도 알려져 있는 이 공간은 일본 

전역에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게 

식사나 식료품을 무료나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장소이다. 

DTWF는 구몬의 전문성을 활용해 어린이 

식당에 오는 아이들이 공부 습관과 학습 능력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 어린이 식당이 
가정이나 학교에 이어 안전한 '제3의' 공간으로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앞으로 이런 장소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수 있길 원합니다. 
앞으로도 상호 공감과 신뢰에 기초한 구몬과의 협업으로 일본 전역에서 
어린이 식당이 약 5,000곳까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DTWF CEO, 겐토쿠 요시카와 DTWF CEO, 겐토쿠 요시카와 (Gentoku Yoshikawa)(Gentoku Yoshikawa)

딜로이트 일본의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2022년 2월에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해외의 어학원과 대학 학술 프로그램에 등록한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많은 학생들이 교육 

과정을 마치게 되면 유학을 간 국가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 

딜로이트 일본은 이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는 비정부 기구인 패스웨이 재팬

(Pathways Japan)과 협력하여 무료 직업 기술 

세미나를 운영하는 것이 포함된다. 참여자들은 

배양하고 자존감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구몬은 아이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ACN 직원을 

훈련시킨다.

DTWF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CN의 조직 강화를 위해 무료로 

전문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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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술, 이력서 작성 등에 대해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난민국 학생들은 일본에서 직업을 

얻어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다른 지원책으로는 난민 지원 단체 PWJ (Peace 
Winds Japan)과 협력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피난 

온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돕는 계획을 세우는 방안이 

있다. 반려동물 주인은 검역 규칙 준수에서부터 

동물 친화적인 집을 찾는 것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딜로이트 일본은 이에 

대해서도 무료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활동에는 

피난민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해결책 제안을 위한 연구 수행, PWJ의 성공적인 

프로젝트 관리 지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지원

한국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은 만 18세가 되면 사회로 다시 나가야 

한다. 하지만 복지 제도를 떠나 처음으로 독립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많다.

이런 청소년들은 일자리와 주거를 급하게 구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접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비정부기구인 ‘아름다운재단’과 협력하여 이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사회의 젊은 

구성원으로서 독립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심리적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매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 5

명의 대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딜로이트 장학금은 

태블릿 기기 구입과 같은 학습 장비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대학 입학금으로 사용된다.

이 프로그램은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딜로이트의 글로벌 

WorldClass 목표에 부합한다.

또한 한국 딜로이트 그룹 RRO(Returation & 
Risk Office) 임직원 두 명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 

지식과 조언을 제공했다. 주로 부채 관리와 같은 

이슈 자문이 포함되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최성현 RRO 이사는 "

보호 기간이 끝난 청년들이 가까운 보호자 

없이 갑자기 사회에 나가면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전문 역량을 활용하여 이런 청년들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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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아이들의 교육 접근성 확대

딜로이트는 교육이 빈곤의 순환 고리를 깬다고 

믿는다. 2019년에 론칭한 키즈에듀(KidsEdu)는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근 가계소득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소득에서 하위 
40%와 중위 40%, 상위 20% 
간에 격차가 현격하게 큽니다. 
가족 중 한명이라도 더 나은 
교육을 받아 성공하여 높은 
급여를 받게 되면, 해당 가구의 
소득이 바로 하위 40%에서 
중위 40%로 상향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딜로이트의 목표입니다."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CEO, 이 윙 펭(Yee 딜로이트 말레이시아 CEO, 이 윙 펭(Yee 

Wing Peng)Wing Peng)

뉴질랜드: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을 
키우기 위해 씨앗 뿌리기

딜로이트 뉴질랜드는 교육자, 비영리 기관의 리더, 

정부와 함께 가장 시급한 교육 및 기술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회혁신 프로그램인 ‘딜로이트 

그로우(Deloitte Grow)’가 있다. 고등학생과 

교사들이 협력하여 기획한 이 프로그램은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시행하며, 이는 세계를 

위해 1억 명의 어린이들의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딜로이트의 글로벌 WorldClass의 약속과도 

일치한다.

이 프로그램은 만 14세에서 17세 사이의 고등학교 

2, 3학년들이 기업가정신을 위한 단체 도전에 

참여함으로써 학교 밖의 미래를 모색하도록 

돕는다. 이는 미래 새싹들의 잠재력을 '성장'시키기 

위해 협력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저축에 초점이 맞춰진 

전통적인 금융 프로그램에서 간과되는 부분을 

메우고자 한다. 즉, 학생들이 기업가로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 6주간의 프로그램은 비즈니스의 '실제 세상'

을 교실로 옮겨놓는다. 비즈니스 고객들은 성장을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와 경험담을 공유하고, 

딜로이트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소규모 

사업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출시할 경우 그들의 

여정을 지원하고 영감을 주는 코치 역할을 

한다. 학생들은 성장 모델, 리스크, 수익 유형 등 

기본적인 비즈니스 개념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협업, 자신감, 창의적 문제 해결, 자기 인식 등의 

기술도 발전시킬 수 있다.

딜로이트 그로우 Facilitator 이자 딜로이트 

뉴질랜드 Corporate Responsibility Manager

인 쉐인 켈리(Shane Kelly)는 "딜로이트 그로우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우리가 기획한 

여러 학습 이니셔티브도 파트너십을 맺은 학교의 

요구를 잘 충족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딜로이트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워크샵을 통해 젊은이들이 여러 미래 경로를 

탐색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Women in Technology 프로그램이 

있죠. 이 프로그램은 우리 임직원들이 다양한 

지역사회의 아이들과 함께 기술과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줍니다"라고 

덧붙였다.

Business Social HomeEnvironmental

현재 키즈에듀는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120

명 이상의 딜로이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쿠알라룸푸르, 셀랑고르주, 페낭, 사라와크, 

조호르주, 네게리셈빌란주 어린이들에게 2주마다 

영어 수업을 진행한다.

2022년 3월과 6월, 네게리셈빌란주와 쿠칭에서 

각각 성공적으로 키즈에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딜로이트 말레이시아는 새로운 학생들을 

맞았다. 이로써 현재 딜로이트 키즈에듀의 총 

학생 수는 1,000명이 됐다. 앞으로 이포와 파항 

지역에서도 키즈에듀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2021년 ‘사회적 책임의 달(Impact Month)’ 동안 

딜로이트 말레이시아는 모나쉬 대학교(Monash 

University)의 공학 정보 기술 대학과 함께 노트북 

재정비 프로젝트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우리는 

모나쉬 대학생들의 노트북 80대를 재정비하는 

것을 도왔는데, 이 노트북은 키즈에듀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그 가족들이 e-러닝과 기타 교육적 

필요에 따라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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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퍼시픽 임팩트 
리포트의 주요 내용

Total revenue:

revenue +XX%
on FY22

사업별 매출사업별 매출

업종별 매출액업종별 매출액

감사 및 회계 자문

소비자 부문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금융 서비스 부문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부문

컨설팅

재무자문

17.1%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리스크자문 세무 및 법 자문

총 매출 *총 매출 *

100억 달러

25억 달러

23억 달러
소비자 부문

14억 달러

18억 달러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부문

5억 달러

24억 달러 16억 달러

33억 달러

16억 달러

12억 달러 14억 달러

Net-zero GHG emissions by
 

 
Committed to net-zero
emissions by 28%

71%

14%

65%

100%

56%

65,000명 이상

FTE 당 CO2e 메트릭톤의 감소율

(FY2022 vs FY2019)

2019 회계연도 (FY2019) 기준 

대비 직접배출량(Scope 1) & 

간접배출량(Scope 2) 감소율

과학기반 목표(SBTi)를 채택한 전 

세계 공급업체 비율(배출량 기준) 

2019 회계연도 (FY2019) 기준 

대비 FTE당 출장 시 기타배출량

(Scope 3) 감소율

운영 및 비즈니스 출장 배출량의 

상쇄율

100% 목표 달성을 위해 구입한 재생 

가능 전력 비율

WorldClimate 온라인 교육을 

완료한 인원수

16%
CO2e 메트릭톤의 감소율

(FY2022 vs FY2019)

WorldClimateWorldClimate 목표를 향한 진전 목표를 향한 진전

온실가스(GHG) 배출량온실가스(GHG) 배출량

3,910만 달러 220만명

247,785 시간

68,498 명

706,130 명

25.3%

3,610만 달러

50.2%

23,763 명

49.8% 

14,541 명

158만개

460만명

53 시간

1억7,590만 달러
사회적 투자사회적 투자 WorldClass 로 영향을 준 인원수

임직원 수

지원자

여성

신규 채용 인원수

남성

인턴십

여성 임원(partner, principal, managing 

director) 비율(2025년까지 32% 목표) 

연간 직접 교육 투자액수강 완료된 e러닝 코스

WorldClass 목표인 2,300만명 중 

FY18~FY22 달성 인원수 

연간 개인 교육 시간

FY18~FY22의 사회적 투자 총액

사회적 투자사회적 투자

인원수인원수

최고의 인재 유치 및 육성최고의 인재 유치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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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보노 및 봉사활동에 기여한 시간

Business Environmental Social Home

재무자문재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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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아시아퍼시픽 
성과 표

비즈니스비즈니스

매출(단위: 10억 달러)매출(단위: 10억 달러) FY2022 FY2021

총 매출총 매출##  10.0 8.5

사업별 매출사업별 매출

회계감사 2.5 2.5

컨설팅 3.3 2.6

재무 자문 1.6 1.1

리스크 자문 1.2 1.0

세무 & 법 1.4 1.3

업종별 매출액업종별 매출액

소비자 부문 2.3 2.0

에너지, 자원 및 산업재 부문 1.8 1.6

금융 부문 2.4 2.0

정부 및 공공 부문 1.4 1.1

생명과학 & 헬스케어 부문 0.5 0.5

첨단기술, 미디어 및 통신 부문 1.6 1.4

매출 증가율 (달러 기준 성장률)매출 증가율 (달러 기준 성장률)

매출 증가율 17.1% 14.0%

환경 지속가능성환경 지속가능성 FY2022 FY2021

Scope 및 출처별 온실가스(GHG) 배출량(단위: CO2e 메트릭톤)Scope 및 출처별 온실가스(GHG) 배출량(단위: CO2e 메트릭톤)

출처별 직접배출량(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별 직접배출량(Scope 1) 온실가스 배출량 

건물 내 연료 사용  344  396 

회사 차량 (내연기관)  36  68 

직접배출량(Scope 1)의 총 배출량직접배출량(Scope 1)의 총 배출량  380  464 

출처별 간접배출량(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별 간접배출량(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 

건물 내 전기 사용 (market-based)  5,682  10,867 

냉·난방  2,059  1,988 

간접배출량(Scope 2) 총 배출량간접배출량(Scope 2) 총 배출량  7,741  12,855 

출처별 기타배출량(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출처별 기타배출량(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 

출장: 항공편  12,835   11,019 

출장: 기타 차량 편  22,248   20,633 

출장 총 배출량출장 총 배출량  35,083  31,652 

Purchased goods & services (PG&S)  125,652  79,655 

기타배출량(Scope 3) 총 배출량기타배출량(Scope 3) 총 배출량  160,735  111,307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총 온실가스 배출량총 온실가스 배출량  168,856  124,626 

저감하지 못한 배출량에 대한 탄소 배출권(carbon offset) 구매  45,965  50,832 

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해 해결된 온실가스 총배출량 비율탄소 배출권 구매를 통해 해결된 온실가스 총배출량 비율 27% 41%

온실가스 집약도 측정 (FTE당 CO2e메트릭톤) 온실가스 집약도 측정 (FTE당 CO2e메트릭톤) 

FTE당 운영 및 출장 배출량  0.63  0.69 

FTE당 온실가스 총 배출량  2.47  1.92 

방법론별 간접배출량(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CO2e메트릭톤)방법론별 간접배출량(Scope 2)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CO2e메트릭톤)

전기 (market-based)  5,682  10,867 

# 반올림한 값으로 총계가 상이할 수 있음. * 이 리포트의 범위와 성능 측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글로벌 임팩트 리포트(Global Impact Report)의 "리포트 기준”(Basis of Reporting) 섹션에서 확인 가능.

* 환경*

목표를 향한 성과 — WorldWorldClimateClimate

상세 목표  상세 목표  목표 연도목표 연도 목표치목표치 FY2022 성과율FY2022 성과율

재생에너지 전력 비율 2030 100% 56%

FY2019대비 직접배출량(Scope 1) 및 간접배출량(Scope 2) 감소율 2030 70% 71%

FY2019 대비 FTE당 비즈니스 출장으로 인한 기타배출량(Scope 3) 

감소율 
2030 50% 65%

과학기반 목표를 수립한 공급업체의 비율(배출량 기준) 2025 6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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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속가능성환경 지속가능성 FY2022 FY2021

전기 사용량(단위: 전기 사용량(단위: MWhMWh))

재생에너지 구매율 56% 32%

재생 전력 구매 (Green Tariff and RECs)  15,843  9,751 

총 전력 소비량  28,307  30,842 

에너지 사용량(단위: TJ)에너지 사용량(단위: TJ)

재생 전력(Green Tariff and RECs) 57 35

그 외 전력 40 75

냉·난방 20 18

천연가스 6.5 7

난방유 0.1 0.2

LPG NA NA

휘발유(차량, 수) 0.25 0.36

휘발유(차량, 거리) NA 0.06

휘발유(하이브리드 차량, 거리) 0.14 0.08

휘발유(플러그인 하이브리드 NA NA

차량, 거리) NA 0.46

휘발유(연료를 구분하지 않은 차량, 거리) 0.2 0.04

디젤 연료(건물 및 차량, 수) NA NA

디젤 연료(차량, 거리)디젤 연료(차량, 거리) NA NA

총 에너지 소비량총 에너지 소비량 NA NA

사회적 임팩트사회적 임팩트 FY2022 FY2021

사회적 투자의 경제적 가치(단위: 달러)사회적 투자의 경제적 가치(단위: 달러)

출처별 기부금 출처별 기부금 

회사 및 재단을 통한 기부금(금전 및 현물) 7,970,453 5,094,002

딜로이트 사내 직원들의 기부금 1,133,772 1,052,321

총 기부금총 기부금 9,104,225 6,146,323

출처별 자원봉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동(pro bono) 출처별 자원봉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동(pro bono)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동 16,630,080 9,280,940

기술 기반의 봉사활동 6,203,503 8,829,932

전통적인 방식의 봉사활동 2,781,873 2,118,211

봉사 관련 비용 NA   228,679

딜로이트 임직원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의 총 가치딜로이트 임직원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의 총 가치 25,615,456 20,457,762

출처별 프로그램 비용출처별 프로그램 비용

사회공헌 관련 관리 비용 4,426,608 2,662,477

총 사회적 투자 가치총 사회적 투자 가치 39,146,290 29,266,561

영역별 사회적 투자 (총액 비율)영역별 사회적 투자 (총액 비율)

WorldClass에 대한 기여(교육 및 기술 개발) 34% 49%

모든 자원봉사 활동 중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동 비율 89% 89%

사회적 투자 시간 (단위: 시간)사회적 투자 시간 (단위: 시간)

전문가의 재능기부 활동 120,439 100,350

기술 기반의 봉사활동 86,979 70,807

전통적인 방식의 봉사활동 40,367 24,907

딜로이트 임직원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 총 시간딜로이트 임직원의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활동 총 시간 247,785 196,064

사회적 임팩트사회적 임팩트

목표를 향한 성과목표를 향한 성과-WorldClass

상세 목표상세 목표 목표 연도목표 연도 목표치목표치 FY2022 달성FY2022 달성
현재까지 달성한 현재까지 달성한 

인원수 인원수 

WorldClass로 영향을 미친 인원 수 2030 23,000,000명 2,154,695명 4,602,319 명

* 이 리포트의 범위와 성능 측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글로벌 임팩트 리포트(Global Impact Report)의 "리포트 기준”(Basis of Reporting) 섹션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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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FY2022 FY2021

임직원 통계 (단위: 명, %)임직원 통계 (단위: 명, %)

총 인원 수총 인원 수 68,498 60, 854

직급별직급별

Partners, principals 3,947 3,696

Professional staff (Director to Junior staff) 57,755 51,082

Administrative staff 6,796 6,076

성별성별

여성 50.2% 49.9%

남성 49.8% 50.1%

직급별 여성비율직급별 여성비율

Partners, principals 25.3% 24.2%

Professional staff (Director to Junior staff) 49.0% 48.9%

Administrative staff 74.8% 74.3%

연령별연령별

30세 미만 46% 44%

30세 이상 50세 이하 47% 51%

50세 이상 8% 5%

인재 유치인재 유치

신규 입사자 수 23,763 15,422

전체 인원에서의 신규 채용 비율 34.7% 25.3%

직급별직급별

Partner, principal 신규 입사자 수 210 135

Partner, principal 신규 채용 비율 5.3% 3.7%

Professional Staff 신규 입사자 수 21,815 14,290

Professional Staff 신규 채용 비율 37.8% 28.0%

Administrative staff 신규 입사자 수 1,738 997

Administrative staff 신규 채용 비율 25.6% 16.4%

성별성별

남성 신규 입사자 수 11,630 7,461

남성 신규 채용 비율 34.1% 24.5%

여성 신규 입사자 수 12,132 7,961

여성 신규 채용 비율 35.3% 26.2%

이직 인원수 16,296 14,245

이직률 25.2% 23.6%

사회 FY2022 FY2021

이직 인원수이직 인원수

성별성별

남성 이직 인원수 7,966 6,948

남성 이직률 24.9% 23.1%

여성 이직 인원수 8,328 7,297

여성 이직률 25.6% 24.1%

채용 지원자와 인턴채용 지원자와 인턴

아시아퍼시픽에 지원한 인원 수 706,130 NA

인턴 수 14,541 NA

남성 비율 35% NA

여성 비율 65% NA

최고의 인재 육성최고의 인재 육성

인당 교육시간 (단위: 시간) 53 55

성별성별

남성 48 NA

여성 52 NA

직급별직급별

Partners, principals 42 NA

Professional staff (Director to Junior staff) 59 NA

Administrative staff 5 NA

연간 직접 교육 투자액 3,610만 달러 NA

개인별 직접교육 연평균 투자액 528 달러 NA

간접교육 연간 투자액 11억 달러 NA

이수한 e러닝 과정 158만개 1.48m



Building better futures | Asia Pacific Impact Report

76

Business Environmental Social Home

77

관련 자료

위치위치 
딜로이트는 이곳에 열거된 도시를 

비롯해 아시아퍼시픽 지역 도시 

100곳 이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글로벌 오피스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사무실로 연락해 

딜로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문의해보세요.

Building better futures
더 나은 미래 구축더 나은 미래 구축

딜로이트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딜로이트의 목적에 따라 고객과 지역사회가 이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연결을 강화하며,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글로벌 임팩트 리포트(Global Impact Report)

를 살펴보세요.

이 리포트와 다른 아시아퍼시픽 지역 리포트를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오클랜드

방콕

베이징

하노이

홍콩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마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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