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Deloitte Newsletter 

 
 
 

2013년 10월 

 
 

 

 딜로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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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 신규 회계 감사 방법론 도입 

 딜로이트는 지난 9월 2일 Deloitte Audit EMS를 도입했습니다. Deloitte Audit 

은 전세계 딜로이트 회원사들의 공통된 감사 방법론입니다. Deloitte Audit을 

통해 감사 업무의 품질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내년 회계감사부터 

적용되는 ‘개정회계감사기준’ 도입에 따른 변화에도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딜로이트-카이스트 빅데이터/애널리틱스 협약 체결  

 딜로이트는 카이스트와 빅데이터(Big Data)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Business 

Analytics)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등을 골자로 한 협약을 10월 1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와 빅데이터 

응용 분야의 연구, 관련 비즈니스 모델/서비스 개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관련 교육서비스 개발 등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SAP Forum 2013 참가 

 딜로이트는 9월 27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SAP Forum 2013에 Platinum 

Partner로 참가하여 Deloitte SAP 특화 솔루션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김재완 

Senior Consultant의 ‘Deloitte SAP Preconfigured Solution’ 발표는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Deloitte Global의 후원을 받아 참여한 

이번 포럼은 딜로이트의 역량과 경험을 부각시키며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201309090100091930004895&cDateYear=2013&cDateMonth=09&cDateDay=09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0117181047083&outlink=1
http://www.deloitte.com/kr


 

 

[3분기 M&A 리그] 금융, 회계 2관왕  

금융자문(거래종료 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1 딜로이트안진 603,200 4 

2 한국산업은행 58,392 2 

3 삼일 PwC 172,600 5 

회계자문(거래종료 기준) 

순위 주관사 금액(백만) 건수 

1 딜로이트안진 580,567 8 

2 삼일 PwC 386,481 6 

3 언스트앤영 73,,000 1 
 

지난 1일 매일경제 레이더 M이 집계한 3분기 M&A 리그테이블(거래종료 기준)에서 딜로이트는 금융자문과 

회계자문 2개 분야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바로가기 

 

딜로이트, 서산 중왕리와 자매결연  

 
딜로이트는 수협중앙회와 KBS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사랑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중왕리 어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CSR 차원에서 해당 어촌을 방문하여 일손 돕기를 실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특산품 구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을경제에 도움을 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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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Tel. 02-6676-1000 Fax. 02-6674-2114 | 딜로이트컨설팅 Tel. 02-6676-3800 Fax. 02-6674-8700 

 

©  2013.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www.deloitte.com/kr    www.facebook.com/DeloitteKorea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922608
http://www.deloitte.com/kr
http://www.facebook.com/Deloitte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