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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별 사회발전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 발표
딜로이트가 참여해 진행된 ‘국가별 사회발전지수(SPI, Social Progress
Index)’가 4 월 11 일 영국에서 열린 스콜세계포럼에서 발표되었습니다.
하버드대 마이클 포터 교수와 비정부기구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주도하여
고안된 이 지수는 기존의 경제지표 위주의 평가가 아닌 각국의 사회적 발전
정도를 실질적으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올해 처음 전세계 50 여 개국을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이 중 11 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ocial Progress Index 2013 바로가기

인도개정세법 해설 및 이전가격 이슈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는 4 월 9 일 One IFC 8 층 대회의실에서 ‘인도개정세법 해설 및
이전가격 이슈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딜로이트와 주한
인도상공회의소가 함께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주요 기업의 세무책임자들을
대상으로 2013 년 인도의 개정세법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및 이전가격
이슈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중국 세무 및 투자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는 4 월 18 일 One IFC 8 층에서 ‘중국 세무 및 투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변하고 있는 중국조세환경을 진단하고
개인 및 기업의 조세 혜택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 중국 평호시
시장이 직접 방문하여 투자환경 및 투자혜택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와 ‘Dream Up’ 프로그램 지원 협약식 진행
딜로이트는 지난 4 월 10 일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와 ‘Dream
Up’ 프로그램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업계 최초로
소년보호기관과 연계하여 경제관련 재능기부 수업을 진행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 학자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일정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재술 딜로이트 총괄대표와 김경준
딜로이트컨설팅 대표가 협약식에 참석하였으며, 3 개월간 매주 2 시간씩
딜로이트 임직원들이 경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련내용 바로가기

Greatest Hits from Deloitte Global
Deloitte Global 은 전세계 유수의 매체와 기관을 통해 부문별로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No.1 in global consulting & management consulting by Kennedy
- No.1 in ‘with exceptional client feedback’ in information security
consulting services by the Forrester Wave™
- Awarded top honors by World Tax 2013
- No.1 in worldwide Oil & Gas Professional Services by IDC MarketScape
- No.1 in global financial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by Gart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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