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 |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Korea  |  2014.10 

Deloitte Newsletter 
딜로이트 뉴스 

 
 
 
 

     

 
서강대-딜로이트 국제 기업윤리 포럼 개최  

 

지난 7월 22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가 7 월 22일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업윤리, 어떻게 고민하고 접근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1 회 서강대-
딜로이트 국제기업윤리포럼(The 1st Sogang-Deloitte International Business Ethics Forum)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및 기업 관계자, 기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기업의 
윤리경영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론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본격적인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Giving Voice of Values’ 저자인 봅슨대학교(Babson College) 젠틸러(Mary C. Gentile) 교수가 
기업이 윤리적 문제에 직면할 때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 접근법을 설명을 주제로 발표를 해 좋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탁월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딜로이트 컨설팅 리서치부문 대표이자 기업 전략 전문가인 마이클 레이너는 《탁월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서 탁월한 실적을 올린 기업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세 가지 법칙을 
제시합니다. 전체 산업을 9 개로 분류하고 산업마다 ‘경이적 기업’, ‘장수기업’ 및 ‘평균기업’ 각 한 
곳씩 기업을 골라 총 27개 기업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탁월한 기업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법칙은 ‘가격 이상의 경쟁력을 중요시하라’ ‘원가보다 매출에 집중하라’ ‘더 이상 다른 
법칙은 없다’ 로 단순하지만 글로벌 초일류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기업들에 살아 있는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1 위, Deloitte 

 

지난 7월 24일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 산업 시장조사기관인 Kennedy는 딜로이트가 4년 연속 
글로벌 컨설팅 기업의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컨설팅 리더 John 
Kerr 는 “고객이 그들의 복잡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도록 딜로이트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딜로이트의 전략적 실행은 고객의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민간 전문위원에 딜로이트 안진 전문가 3 인 위촉 

 

당 법인 세무전문가 3 인이 기획재정부 관련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지난 8 월 7 일 위촉됐습니다. 
세무자문본부의 이정희 대표와 주영섭 고문은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1 년간 세제 
전반의 개정 및 보완을 위한 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Global Tax 그룹의 김선영 전무도 
기재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우리 법인 조세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위원 위촉과 관련해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 
세수를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세제 정립은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하며 
“국민적 공감대 위에 지속 가능한 세제 지향과 구체화 작업에 일조하고 싶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수습회계사 정기채용 설명회 개최 

 

8월 14 일 서울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4 수습회계사 정기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We see people (사람을 봅니다)’을 모토로 진행 된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선착순으로 접수 받은 450 여 명의 ‘예비 회계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피스 투어, 주요대학 채용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실시했으며, 8월 24 일 서류접수를 
마감하고 ‘역량면접(CBI: competency based interview)’을 거쳤으며 9월 7일 최종합격자 발표에 
이어 현재 합격된 수습회계사들은 당 법인에서 근무중입니다. 

 
 



 

Singapore Accountancy Awards 

 

딜로이트는 2014 싱가포르 회계사 시상식에서 “Excellence in People Development Award” 와 
“Accountant of the Year Award" 2 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딜로이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CEO 
Chaly Mah 는 전문적인 자질이 뛰어나고, 적극적으로 조직 및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과 임직원의 
재능을 개발시키고 전략적으로 실행해 나간 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위 상을 수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금융•금융거래•금융조세’ 책자 발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금융과 금융세금에 관련된 지식 공유를 위해 지난 8 월 21일 ‘금융 
•금융거래•금융세금’ 이라는 제호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세법 해설서는 너무 전문적이라 
접근하기가 어렵고 금융 세테크 서적은 단편적으로 설명돼 있어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 
다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한 서적은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금융과 
금융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선행된 후 구체적인 금융상품 선택 시 부과되는 세금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 1 회 딜로이트-CEO 스코어 정책포럼 개최 

 

지난 9월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 홀에서는 세계적 회계&컨설팅 업체인 딜로이트와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 스코어가 '기업의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1회 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함종호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대표,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도 주제발표에 앞서 각기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와 고객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4 수습회계사 오리엔테이션 

 

지난 9월 15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2014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수습회계사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당 법인 감사본부 한찬희 대표의 입사 축하 메시지를 시작으로 인사 
제도, 총무, 정보보안•안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법인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각 지원부서 담당자들의 소개로 진행됐습니다. 9 월 18일과 19일 양일 동안에는 사내 
봉사활동을 체험하고 사회적 활동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약 70여 명의 수습회계사들이 중증 
장애우와 함께 문화체험과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밥퍼’ 활동 등 자발적인 봉사활동 참여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9월 22 일부터 10 월 2일까지 2014 년도 수습회계사 합숙연수를 
실시했습니다. 

 
 



 
 

 
 
2014 장애인가족 희망운동회 

 

지난 9 월 26 일 부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2014 장애인가족 희망운동회가 개최됐습니다. 
(사)희망을 주는 사람들, (사)희망 장애인 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 된 이번 2014 장애인가족 
희망운동회는 장애를 가진 아동 및 청소년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로, 14 명의 당 
법인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감동의 시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Deloitte Anjin Review 3 호 발간 

 

법인 계간지인 Deloitte Anjin Review 제 3 호가 발행됐습니다. DAR 제 3 호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테일 산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차세대 자동차 고객 Y세대 집중 해부를 비롯해 부동산 산업, 
Connected Vehicle, Oil & Gas 산업에서의 Three Rules,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포렌직 서비스 
소개와 활용 등 전문가 기고를 통해 산업별 Trend 공유 및 Deloitte만의 차별화된 Global Insight 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자문본부, ITR 선정 ‘티어 1 펌’ 선정 

 

지난 10 월 3 일 법인 세무자문본부가 국제적인 조세전문지인 ITR(International Tax Review)이 
매년 시행하는 국가별 세무법인 평가에서 올해도 `티어 1 펌(firm)`으로 선정됐습니다. ITR의 티어 
1펌에 선정된 것은 해당 국가에서 명실상부한 리딩 세무법인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 법인 세무자문본부는 지난 2009 년부터 6 년 연속 티어 1 에 연속 선정됐습니다. 

 

[1 사 1 촌] 제 1 회 중왕리 갯마을 뻘낙지 먹물 축제 

 

당 법인과 1사 1촌을 맺은 충남 서산시 지곡면 중왕리에서 10월 24일~26일 ‘제 1 회 중앙리 갯마을 
뻘낙지 먹물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청정 가로림만 갯벌을 품고 있는 장소에서 맨손 낙지잡기를 
비롯해 낙지요리 시식, 낙지 게임, 낙지 홍보관 등 힘이 넘치는 중왕리 뻘낙지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와 부대행사가 펼쳐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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