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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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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참여 

 

딜로이트는 지난 1월 23일부터 닷새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제 

43차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딜로이트는 매년 

세계경제포럼의 전략 스폰서로서 패널 토의, 워크샵, 산업별 프로그램 

등에서 중요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불굴의 역동성(Resilient 

Dynamism)’을 주제로 약 2천 5백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고, 딜로이트는 18개국 약 5천명을 선별하여 비즈니스의 

혁신에 대해 조사한 ‘Millennial Survey 2013’을 발표했습니다. 

Millennial Survey 2013 바로가기  |  Davos Forum 관련링크 바로가기 

 

개정세법해설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지난 2월 5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개정세법해설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3년도에 적용될 세제개편 내용 및 2012년에 

처음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딜로이트의 장재형 전무, 김한기 상무, 김희술 상무가 강연을 맡았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무관들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의 세무 및 

재무담당자들에게 심도있는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http://www.deloitte.com/view/en_GX/global/about/global-initiatives/world-economic-forum/annual-meeting-at-davos/8182b8e049b3c310VgnVCM3000003456f70aRCRD.htm
http://www.deloitte.com/davos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201302040100024280001024&cDateYear=2013&cDateMonth=02&cDateDay=04
http://www.deloitte.com/kr
http://www.deloitte.com/kr
http://www.deloitte.com/kr
http://www.deloitte.com/kr
http://www.deloitte.com/kr


 

2012 Deloitte Global Report 발간 

 

딜로이트는 지난 1월 ‘2012 Deloitte Global Report’를 공개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에 딜로이트는 전세계적으로 총 매출액 313억 달러(한화 약 

33조원)를 기록하였고, 2012년 말 기준 150여 개국에서 약 20만 명이 함께 

일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 글로벌 전문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전세계에서 2012회계연도에 이룩한 성과와 활동내역을 총망라한 

이 리포트는 딜로이트가 우리 생활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2012 Deloitte Global Report 바로가기 

 

History of Deloitte, 딜로이트의 역사를 동영상으로 만나다 

 

160여 년의 긴 역사를 자랑하는 딜로이트. 

2012년 현재부터 시간을 거슬로 올라가 1845년에 처음으로 William Welch 

Deloitte가 런던에 사무실을 개설한 기록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딜로이트의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인류사의 주요사건을 가미하여 재미를 준 

‘History of Deloitte’ 동영상을 지금 바로 만나보십시오. 

동영상 바로보기 

 

2013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발표 

 

딜로이트 글로벌 제조업 그룹과 경쟁력 위원회가 발표한 ‘2013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전세계 최고 제조업 경영자 550 명 이상으로부터 받은 설문 

답변을 수집하여 진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경영자들은 현재와 추후 5 년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조업 국가로 중국을 꼽았습니다. 한국은 5 위에 랭크되었으며, 상위 10 개국은 

중국, 독일, 미국, 인도, 한국, 타이완, 캐나다, 브라질, 싱가포르, 일본 

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2013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 한글번역본 바로보기 

 

http://public.deloitte.com/media/0564/index.html
http://www.facebook.com/photo.php?v=10151245383336973
https://dir.deloitte.co.kr/industry/mfg/newsletter/download/201212/Weekly_Insight_Issue_Highlight_20121227_04.pdf


 

Deloitte Review, 한글번역본 출간 

 

딜로이트 글로벌이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반기별로 발행하는 전문저널인 

‘Deloitte Review’를 이제 한글번역본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경영연구원은 매일 다양한 도전과제와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각종 자료를 살펴보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최신 

보고서와 각종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loitte Review 한글번역본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Review한글번역본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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