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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Us
Deloitte는기업의주주및이해관계자그룹에게세무,

재무자문,회계및경영컨설팅관련 통합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글로벌전문가조직입니다.

Why now? Why Deloitte?

기업지배기구개선의필요성대두

지속되는 장애물과 갈수록 진화하는 업무 환경, 그리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 역할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그역학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주주와 경영자를 연결하는 이사회, 내부통제의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입니다. 활발하고 독립적이며 원활하게 기능하는

기업지배기구를 가진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훨씬 성과가

좋다는 조사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ESG 및사회적책임의대두

최근 국내 경영계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ESG경영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ESG 보고의무가

시행되지 않았지만 여러 경제대국에서는 관련 법안의 제정이

임박했습니다. 감독당국, 투자자, 고객 및 사회전반의 압력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더이상 본문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ESG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더 나은

자본, 인재 및사업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ESG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전문가와글로벌네트워크

Deloitte는 기업지배기구 전반에 관한 Deloitte Global

전문가들의 인사이트와 전문 자료를 공유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 기업지배기구와 관련된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전세계 Deloitte Global 전문가들의 각종

연구 및 인사이트를 담은 발간물을 게재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최신의 정보 및 교육, 

세미나 등을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Deloitte 안진회계법인은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의한국 member firm으로서 150여개국에 걸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 2009년부터 Deloitte 

Boardroom Program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 중동,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에서 65개 이상의 이사회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업지배기구관련정책, 제도의변화

근래 기업지배기구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의 변화와 갈수록

증가하는 기업환경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에 직면하고 기업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치창출, 경쟁우위 등 이익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수있지만, 목적한 바를

달성한다면, 기업이 전략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들을 봤을 때, 기업의 사회적 목적은

지배기구와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었고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How we can help

Confidentiality

Deloitte는 국내의 professional standard를충족할 뿐

아니라, Deloitte의 member firm으로서 국제

professional standard도충족하고 있습니다. Deloitte는

고객의 모든 개인정보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하여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One Stop Service

Deloitte는 기업의 주주 및이해관계자 그룹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세무, 재무자문, 회계

및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각각의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하여 최적화된 결과의

도출이 어렵습니다. Deloitte는 고객의 동반자로서 그들의

needs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바탕 위에서 one stop 

service를 통하여 고객에게 최고의 advice를 제공합니다. 이사회

• 이사회 지원 서비스

• 기업의 목표 및달성 전략 지원

• 재무상황, 소유구조, 경영구조 포함 기업의

주요 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시 지원

• 회사의 내부규정 수립 및 준수 지원

• 직원, 고객, 공급업자,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방안

• 이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

• On the Board’s agenda 등 이사회 관련

발간물 제공

내부감사

• 내부감사 인프라 설계

• 내부감사 운영방안 수립

• 내부감사 대행

• 리스크 기반(Risk-based) 감사 프로세스

구축

감사(위윈회)

• 감사(위원회) 지원 서비스

•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 서비스

•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등

감사위원회 관련 발간물 제공

성공적인
기업지배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