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single step 
Starts a journey
Where to begin?
We see people.
Delo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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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New Graduate Recruitment 

Words from Deloitte

Questions?

A place of opportunities

That is Deloitte.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세계적 수준의 프라임 오피스 빌딩과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여의도 IFC Seoul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Where will you be 
in five years?
It depends on 
where you start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Global Leading Accounting &
Consulting Firm 

At a glance

세계 최고의 전문 서비스 조직인 딜로이트는 다양한 
산업영역에 걸쳐 회계감사, 세무자문, 컨설팅 및 재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에 
끊임없는 연구개발의 산물인 최첨단 지식을 더해 
고객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유수의 글로벌 기업을 필두로 각국 정부와 
공공기관, 다국적 기업의 80% 이상이 딜로이트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0여 개국 20만여 명에 달하는 전문인력이 
세계화 및 지역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최상의 서비스 
개발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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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윌리엄 웰치 회계사무소 설립

딜로이트 뉴욕 사무소 개설 

Haskins & Sells 뉴욕에 설립 

조지 투쉬 런던에 회계법인 설립 

딜로이트 뉴욕 오피스 Haskins & Sells와 연합 

Deloitte Haskins & Sells라는 이름으로 

Griffiths & Company, Haskins & Sells와 합병

노부조 토마츠, Tohmatsu Awoki & Co.설립

[이후 Tohmatsu & Co.로 변경] 

Tohmatsu Awoki & Co.가 Touche Ross 

International Network의 일원으로 합류 

Deloitte & Touche 합병 

Deloitte Touche Tohmatsu로 회사명 변경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딜로이트 컨설팅을 

분리하지 않음 

새로운 브랜드 네임인 ‘Deloitte’를 발표 

한국 딜로이트 멤버펌 제휴, Deloitte Anjin

LLC 발표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로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명 변경

매출액 최고 기록 US$28.8 billion 발표

매출액 최고 기록 US$31.3 billion으로 갱신 

‘Monitor’ 인수 

매출액 최고 기록 US$32.4 billion으로 갱신

CEO Barry Salzberg

임직원 수 약 200,000명

FY13 매출액 US $ 32.4 Billion

Member firm 약 150여 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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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tune 일하기 좋은 100대 회사 14년 연속 선정

>> ISR 올해의 회계법인에 11년 연속 선정

>> Accounting today Top 100 Firms 1위 [2012]

>> International Tax Review 최우수 기관 선정 [2012]

>> 유연한 업무환경 및 가정친화 정책 최고 기업 선정 [2011]

>> 전 세계 상경계열, 공학계열 13만 학생들이 뽑은 가장 선호하는 직장 [2010] 

>> 전 세계 대기업, 초고속 성장기업, 다국적 기업의 80% 이상이 Deloitte의 고객

Revenue & Headcount

Winning & Reputation  

1845 1900’S 1950’S 2013

Headcount

200,000

FY 13 Revenue

32.4B



Global Network Deloitte  
 

 
 

 

Deloitte offers 
a whole world of possibilities 
Almost limitless possibilities

딜로이트 회원사 보유국가

B

Bahamas

Bahrain

Barbados

Belarus

Belgium

Bermuda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British Virgin

Islands

Brunei Darussalam

Bulgaria

C

Cameroon

Canada

Cayman Islands

Channel Islands

and Isle of Man

Chile

China

Colombia

Costa Rica

Croatia

Curacao

Cyprus

Czech Republic

D

Denmark

Dutch Caribbean

Dominican

Republic

E

Ecuador

El Salvador

Equatorial

Guinea

Egypt

Estonia

F

Finland

France

FYR Macedonia

Global Office Directory 

딜로이트는 전 세계 150여개의 독립적인 멤버펌에 속한 200,000여명의 
프로페셔널들이 고객들을 위한 회계감사, 컨설팅, 재무자문, 위기관리, 
세무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협업하는 브랜드입니다.

A

Albania

Angola

Argentina

Aruba

Australia

Austria

Azerbaijan

G

Gaza Strip / West
Bank / Palestinian
Self-Ruled Areas
(East Jerusalem,
Gaza, Ramallah)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uam
Guatem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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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Member Firm

H

Honduras
Hungary

I

Iceland
India
Indonesia
Iraq
Ireland
Islamic Finance
Israel
Italy

J

Jamaica
Japan
Jordan

K

Kazakhstan
Kenya
Korea
Kuwait
Kosovo
Kyrgyzstan

L

Latvia
Lebanon
Libya
Lithuania
Luxemburg

M

Malaysia
Malta
Mexico
Middle East
Moldova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N

Namibia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ia
Norway

O

Oman

P

Pakistan
Palestinian Ruled
Territories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

Q

Qatar

R

Romania
Russia

S

Saudi Arabia
Serbia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uth Africa
Spain
Sudan
Sweden
Switzerland
Syria

T

Taiwan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rinidad and
Tobago
Turkey
Turkmenistan

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
Uzbekistan

V

Venezuela
Vietnam
Virgin Islands

Y

Y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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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Deloitte Anjin LLC

At a glance

대 표 자 
주 소

설 립 
임직원 수 
고객사 수

함종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번지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1986년 
약 2,400 명 
약 3,000 社 [2012년 기준]

History 

1986

1990’s

2000’s

2002  

2005  

2010’s

2011

안진회계법인 설립 

안암·세동회계법인과 합병 

딜로이트 하나회계법인 설립, MOU체결, 합병 

딜로이트 멤버십 제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으로 사명 변경

이지회계법인 합병

안진세무법인, DA solutions 설립

여의도 IFC One으로 사무실 이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50년 역사의 세계 최대 
경영 및 회계 종합 컨설팅 그룹인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의 한국 
회원사입니다.

전 세계 딜로이트 회원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 great opportunity
whichever way you
look a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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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 IFRS 재무제표 작성 서비스

• IFRS 연결솔루션 및

연결패키지 구축서비스

• IFRS 시스템 자문 및

구축 서비스

• IFRS 공정가치 평가모형 개발

• IFRS 개정관련 자문서비스

ERS

• 내부감사 서비스

• 비즈니스 리스크관리 서비스

• 정보시스템 리스크관리 

서비스

• 정보보안 관련 서비스

• 연결재무제표 관련 서비스

• 지속가능경영 및 

기후변화 관련서비스

AERS

Tax

Audit

• 회계감사/재무제표 검토

• 외국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

• 특정목적 감사

• 공공부문 및 비영리 법인

감사/검토

• 재무정보 인증

•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사베인스-옥스리법 규제준수

[Sarbanes & Oxley Compliance]

• Business Tax 서비스

• 국제 조세관련 세무 서비스

• Finance Tax

• M&A 관련 세무자문 서비스

• 모의세무조사 및

예규질의 서비스

• 세무조사지원 서비스

• 조세불복 서비스

• 관리업무 아웃소싱 서비스

• Global Employer 서비스

• 지방세 자문 서비스

• 상속.증여 세무자문 서비스

• 이전가격 서비스

[Transfer Pricing Services]

•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조세통합지원센터

[AP-ICE] 운영

FA

• 기업금융자문 서비스

• 구조조정자문 서비스

• M&A 거래자문 서비스

• 가치평가 서비스

• Forensic/분쟁조정지원과

데이터분석 서비스

• 부동산 그룹 주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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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 Corporate Strategy

• Operation Strategy

• Human Capital

• Technology Integration

• Enterprise Applications

• Finance & Risk

• Actuarial & Insurance 

Solutions

• Analytics



Market Recognition & Clients

언론 속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Client list 

>> 2013년 상반기 M&A 재무자문, Buyout 발표기준 1위 [한국경제, 2013.6.30]

>> 2013년 3분기 M&A 회계자문 거래종료 기준 1위 [MK뉴스, 2013.10.1]

>> 2013년 하반기 NPL 자문 1위 [머니투데이, 2014.1.6]

>> 2014년 1분기 M&A 회계자문 금액 발표기분 1위 (인베스트조선, 2014.3.31]

>> 2014년 상반기 NPL 자문 2위 [한국경제, 2014.4.28]

>> 회계업계 최초 정보산업학교생 대상 경제교육 협약 체결 [한국경제, 2013.4.9] 

>> 매년 Impact Day 임직원 전사적 봉사활동 참여 [서울경제, 20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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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Philosophy 

경영철학

To be the Standard of Excellence

딜로이트의

인재중심경영

능력중시

장기 인재

육성

공정한 기회와

성과에 따른

보상

일과 삶의 균형

Clients 업계 최고의 서비스 제공

People 임직원에 대한 투자, 개방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제도

Firm 인프라, 인력운영, 프로세스 등 조직과 관련한 지속적인 혁신

Society

고객중심

전문가주의

지속적 혁신

사회기여 CSR 및 Thought Leadership 활동 전개

Ascends to become the
largest private professional
services organization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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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efits /Work & Life Balance 

복리후생 

딜로이트는 구성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일하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딜로이트의 구성원들을 배려하는 일은 
딜로이트의 기반이 되는 일임을 생각하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일하는 직장[Great Work Place]을 목표로 각종 생활 편리와 근무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무편의

출퇴근시간 유연근무제 출퇴근시간 유연 근무시간제

Block Holiday 징검다리 휴무일에는 쉴 수 있게 함

육아기단축근무 자녀 만 8세 이하인 경우 
주당 15~30시간 단축근무

Creative Day 매주 금요일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 

교통비 지원 심야근무 시 콜택시비 법인카드 지원

생활지원

카페테리아 연 150만원의 Cafeteria Point 지급

어학비 지원금 어학비 총 금액의 60% 지원

휴대폰 사용비용 지원 

휴가 & 레저

호텔할인 법인제휴 호텔할인

교통할인 철도할인 / 항공할인

동호회 동호회 활동 지원

경조사

경조금 및 경조휴가 구성원의 결혼 / 회갑 / 출산 /

자녀입학 / 사망 / 재해 / 병가 / 졸업에 경조금 지급

상조서비스

생일서비스 생일 쿠키 / 축하 카드 발송

건강

4대 보험 및 단체 보험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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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터 

일하기 행복한 직장[Great Work Place]의 개념으로, 국내에는 2002년에 
도입됐습니다. 구성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딱딱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무엇보다도 근무환경에 신경을 씁니다. 세계적인 
경제전문지인 <포츈(Fortune)>에 따르면, 딜로이트는 올해로 14년 째 
‘기업문화가 가장 우수한 100대 기업[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에 선정되었으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역시 2012년에 GWP코리아 
본상을 수상해 행복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는 인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선정년도: 2012 / 선정기관: GWP Korea / 일반서비스부문 <본상>

2012 GWP 코리아,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본상 수상 

Great Work Pla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공헌활동 

딜로이트는 신뢰받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이윤을 사회로 환원하고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다는 딜로이트의 경영이념이기도 합니다. 
딜로이트의 사회공헌활동은 조직이 앞선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조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건전한 
상생 활동입니다.

특히 프로보노 운동의 일환으로 법인의 특성을 살린 전문가 재능기부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사회적 기업과 결연하여 영속
기업으로서 그들의 자립과, 보다 많은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업경영의 노하우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소외
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재단의 대출 사업에 참여한 현대차, LG, SK를 
포함한 7개 기업과 연계하여 전문가 재능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점차 
그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1997년 공식 조직 [봉사활동위원회] 설립

• 전 세계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Impact Day

• 국내 법인 최초로 사회적 기업과 결연해 노하우와 자문 제공

• 소년소녀가장 돕기 / 독거 어르신 지원 / 중증 장애우 지원

• 불우 청소년 장학사업 / 다문화가정 어린이 지원 / 

저소득층 어린이 방과후 활동 지원

•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 청소년 경제 교육 / 녹색환경보호 등

Impact Day

봉사활동

프로보노 운동
<전문가 재능기부>

Thinking about
Community, Peopl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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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e our current
job opportunities and
learn about a career
with Deloitte.



2014 New Graduate Recruitment 

2014 수습회계사 정기채용

자격 요건

• 2015년 2월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혹은 기졸업자

• 외국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KICPA 시험 기합격자 및 2014년도 제 49회 KICPA 2차 시험 응시자 

※ 단, 서류전형은 기합격자 및 제 49회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지원서 접수 방법

• 채용사이트 [www.deloitte.com/kr/careers]에서 온라인 접수

• 지원부문 [AUDIT, ERS, FA,Tax]

• 지원서 접수 기간: 2014년 8월 4일[월] ~ 8월 24일[일] 24:00까지 [24시 이후 제출 불가]

• 각종 관련 서류는 추후 제출

기타 사항

• 입사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입사]이 취소됩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 문의사항은 이메일 hr_seoul@deloitte.com 로 연락 주시거나 사이트 내 FAQ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딜로이트 코리아 페이스북 
www.facebook.com/deloittekorea

지원서 접수

8월 4일[월] ~ 

8월 24일[일] 자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월 30일[토]

최종합격자 
발표

9월 6일[토] 예정

인성검사

8월 30일[토] ~ 

8월 31일[일]

면접전형

9월 첫째 주 예정

예비소집

9월 15일[월]

※ 채용일정은 법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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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상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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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정신과 창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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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과 글로벌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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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sinessWeek names Deloitte
the No.1 place to start a car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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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omes from
excellence and  
excellence comes
from Deloitte.
Start at Deloitte. 



Words from Deloitte

선배들의 한마디

여러분의 가치, ‘인재 중심 딜로이트’에서 
실현될 것입니다.

딜로이트가 지난 150년동안 Leading firm으로서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인재중심의 경영
철학입니다. 개인의 전문가적 능력 성장이 곧 조직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조직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가 곧 
개인의 직업적 자아실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고리는 
딜로이트가 지향하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서 조직과 
개인 각각의 가치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딜로이트는 인재가 중심이 되는 조직이기에 
개인의 업무와 삶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다양한 기회와 체계적 교육을 통해 폭넓은 
실무적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도 개발
할 수 있습니다. 유연한 인사제도는 쌍방향 소통을 가능
하게 하고, 개인의 편의를 최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문화 덕분에 각 개인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계사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매우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아실현과 여유로운 삶,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 일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딜로이트에서 추구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딜로이트의 동반자가 되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Audit | 곽의환

KICPA•2012년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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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as opportunities

여성에게는 취업의 기회조차 쉽게 주어지지 않는 사회
속에서 딜로이트는 여성인 저에게 진정한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딜로이트를 선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각 
구성원의 생각을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딜로이트는 
성별이나 외적 조건을 배제하고 전문적 지식을 토대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상상해 왔던 
대로 회의실 칠판을 가득 메우며 열띤 토론을 펼치고, 
갓 입사한 저에게도 항상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
졌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제 자신을 보완하여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적 리소스가 중심인 회계법인에서 이러한 딜로이트의
문화는 딜로이트의 미래를 탄탄하게 해줄 것입니다.
딜로이트와 함께라면 전문가로서의 여러분의 미래 또한 
밝게 빛날 것입니다.

Audit | 김시연

KICPA•2013년 입사 

딜로이트는 ‘따뜻한 조직문화 속에서 최고의 
프로페셔널로 성장해 나가는 곳’입니다.

딜로이트는 단순한 전문가를 넘어 늘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습니다.

다양한 업무 기회는 물론, 깊이 있고 전문적인 여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딜로이트인 모두는 더욱 더 프로페셔널
한 모습으로 성장을 해 나갑니다.

또한, 우리는 딜로이트만의 차별화된 조직문화 속에서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조직 
문화가 아닌, 직원 개개인의 성향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로 직원 간에도 보다 활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저 역시 여러 번의 회의에서 팀원들과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들은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딜로이트는 사람을 봅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딜로이트만의 따뜻하고 가족적인 문화 속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Audit | 안근영

KICPA•2012년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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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회계사로의 성장, 딜로이트와 함께 현실이 됩니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 제목처럼, 회계사 공부를 하다가 지칠 때면 머릿속에 항상
당당하고 멋진 커리어우먼의 모습을 그려왔었습니다.

입사 후 2년이 지난 지금, 제 자신을 돌아보니 상상만 했던 저의 모습은 이미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갓 대학을 졸업한 여대생에서 자신감 있는 커리어우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딜로이트였습니다. 딜로이트는 개개인이 ‘자격증만 보유한 회계사’의 차원을 넘어 ‘진정한 
전문성을 갖춘 회계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한 개개인은 조직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개인과 조직은 서로 시너지를 내며 
win-win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항상 유럽이나 미국 여행을 할 때, 오랜 친구를 만나 명함 교환을 할 때 등 매 순간 딜로이트의 
일원인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회계사에 대한 선망의 시선
보다는, 제 자신이 느끼는 딜로이트라는 조직에 대한 진정한 만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딜로이트의 일원이 되어, 현 위치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성장하는 진정한 
전문가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Audit | 진고운 

KICPA•2012년 입사 19



당신의 차별화 전략, 딜로이트가 함께 합니다.

딜로이트는 회계감사, 컨설팅, 세무자문, 재무자문 등 각 분야의 세계적인 프로페셔널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법인 차원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내부순환
프로그램(Internal Transfer Program)은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며 회계사로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딜로이트는 여러분의 활동 영역을 무한하게 만들어 주며, 이를 통해 
여러분도 세계적인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그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인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주는 차별화된 조직문화 속에서, 매 순간 능동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나가는 값진 경험을 하며 멋진 인생의 첫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단언컨대, 딜로이트는 제 인생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딜로이트와 함께 하십시오.

Financial Advisory | 박 건 

AICPA, CIA•2014년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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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원하는 인재상 혹은 필요역량은 무엇인가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펼칠 수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시 필터링이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 법인은 출신대학, 학점, 토익 점수 등 ‘스펙’ 위주의 채용을 지양합니다.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원자를 

채용하는 ‘열린채용’이 딜로이트의 채용원칙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다른 곳이 아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택하신 이유와 동기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또한, 본인의 인생 가치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와 포부 등에 

대해 밝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검사를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법인에서 ‘인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력 이전에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성향, 

가치관, 직장을 대하는 마인드 등을 검증하기 위해 인성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인성검사는 

서류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인성검사에 대한 

별도의 합격/불합격 절차는 없습니다.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의사항은 있나요?

면접은 多:多로 진행됩니다.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한 인성면접이 약 30~4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시간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Q

A

Q

A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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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인데요, 여성 직원을 위한 혜택이 궁금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무제 및 육아휴직 제도와, 여성의 날 행사 등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여성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나요?

딜로이트의 150여개의 멤버펌들이 세계 곳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멤버펌간의 

인적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학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으신다면 원하는 지역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의 사무실이 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CDP(Career Development Plan)가 궁금합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일을 통한 육성과 함께 성장에 대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ITP(Internal Transfer Program)와 같은 직무 경험 확대와 Mobility를 통한 Global 

Opportunity 제공 등 구성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 보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Q

A

Q

A

Q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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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 have great
potential and
We found it.
Take the first step



Open The Door to
You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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