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Deloitte Newsletter 

 
 
 

2013년 12월 

 
 

 

 딜로이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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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로이트-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 협약 체결  

 

딜로이트는 11 월 15 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북한어린이 영양실조 치료 및 

교육 지원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000 만원의 기부금을 유니세프에 

전달했습니다. 법인은 이 사업을 위해 매년 일정 금액을 추가로 조성하여 

유니세프에 전달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 사회공헌 활동을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2013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딜로이트 As One 특별상" 수여  

 

딜로이트는 '소셜벤처 전국경연대회'를 3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서울대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셜벤처 경연대회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2팀에게 '딜로이트 As One'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주최하는 이 대회는 창의적인 

소셜벤처사업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삼성 경영 혁신 워크샵 참여   

 딜로이트는 11월 5,6일 용인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실시된 ‘삼성그룹 

경영혁신 워크샵’에 참가해 경영혁신 관련 개별 세션 및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데이터 기반 혁신이라는 큰 주제 아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와 리스크 인텔리전스 경영, 글로벌 통합 유효세율 관리, 글로벌 통합 원가 

등 세부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약 250여명의 삼성 임원진이 참석한 이번 

워크샵에서 딜로이트의 세션과 부스는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1140814u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00117181047083&outlink=1
http://www.deloitte.com/kr


 

 

딜로이트, 2013 리스크 인텔리전스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는 지난 11월 27일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빌딩에서 ‘리스크 

인텔리전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기아자동차, 

LS산전, KT 등 자동차, 전기, 통신 업종 등의 실무진들이 참석해 기업환경을 

둘러싼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이해와 정보, 리스크의 관리방법에 대해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Deloitte 2013 Global Report 발간 

 
딜로이트는 지난 11월 ‘Deloitte 2013 Global Report’를 공개하였습니다. 

2013회계연도에 딜로이트는 전세계적으로 총 매출액 32.4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13년 기준으로 모두 202,885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 

명실공히 최대 글로벌 전문서비스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가 전세계에서 2013회계연도에 이룩한 성과와 활동내역을 

총망라한 이 리포트는 딜로이트가 우리 생활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Deloitte 2013 Global Report 바로가기 

 

Deloitte Review한글요약본 3호 발간 

 딜로이트 경영연구원에서는 Deloitte Review 제 13호(2013년 가을호)를 한글 

요약번역본으로 출간했습니다. ‘Deloitte Review’는 딜로이트 글로벌이 

비즈니스 리더들을 위해 발행하는 전문 저널입니다. 

Deloitte Review 한글번역본의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세하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Review한글번역본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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