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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뉴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및 딜로이트 컨설팅의 새로운 소식 및 언론에 게재된 주요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전략컨설팅기업인 모니터그룹 인수∙합병 추진
딜로이트 글로벌은 세계적인 전략컨설팅기업인 모니터그룹 인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딜로이트와
모니터그룹간에 추진되는 인수∙합병의 연장선상에서 당사도 모니터그룹 한국지사 인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니터그룹 인수로 우리는 기존 세계 3 대 전략컨설팅 기업인 맥킨지, 베인앤컴퍼니, 보스턴컨설팅그룹과
매출액, 고객사 규모 등에서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제 7 회 딜로이트 포럼 개최
딜로이트는 지난 11 월 7 일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7 회
딜로이트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박영선 민주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하였고, 이정희 대표가
‘경제민주화 시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한 조세제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연설하였습니다. 패널 토론에는 곽수근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 김영배 한겨레신문 경제부장이 참여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2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 대 기업(Great Work Place)’ 선정
딜로이트는 지난 10 월 25 일 GWP Korea 가 선정하는 '2012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 대 기업' 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 대 기업 시상제도는 전세계적으로 40 개
이상의 국가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상입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
회계법인 및 컨설팅 업계 최초라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딜로이트는 최상의 고객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근간이 되는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Deloitte – KAIST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아카데미 개설
딜로이트는 카이스트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아카데미’를 11 월 15 일 개설하였습니다.
딜로이트 본사가 위치하고 있는 One IFC 빌딩에서 6 주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딜로이트 컨설팅과
카이스트 교수진이 강사로 나서게 되며, 기업의 임원과 부서장급을 대상으로 애널리틱스의 주요 기술과 전략
등을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4 층~12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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