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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벨 League Table Award - M&A회계자문부문 수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머니투데이 더벨이 집계한 2014년 M&A 
회계자문 리그테이블 기준 조정점유율 27.24%(10조 5646억 원, 
완료기준)을 기록하며, 더벨 League Table Awards에서 M&A 
회계자문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문금액 기준으로는 2위지만 자문건수로는 3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2014년 하반기에 독주하며 정상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법인은 베스트 M&A 회계자문사 1위 영예를 안았으며, 함종호 대표이사가 
시상식에 참석, 수상했습니다. 

  



한국경제 한국 IB 대상 - M&A 회계자문부문 수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월 6일 한국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제 6회 
한국 IB대상’에서 M&A 회계자문 부문 1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국 
IB대상은 한국경제신문이 2010년부터 국내 자본시장 발전과 자본시장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각 부문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IB대상은 학계와 관계,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한국경제신문이 집계한 리그테이블 실적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기 
때문에 IB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 2회 China Korea Leadership Summit 2015 

 

지난 2월 6일~7일 양일간 중국 Sanya 에서 ‘제 2회 China Korea 
Leadership Summit 2015’ 가 열렸습니다. 한중 양국의 경제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여느 때보다 양국간의 협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양국 firm의 CEO 및 각 function의 leader 20여 명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Summit Meeting을 개최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는 
함종호 대표이사, 이재술 회장, 각 function leader 등 총 8명의 리더들이 
참석했으며, 중국 법인측에서는 중국MF CEO인 Lawrence Chia 등 총 
13명이 참여, 한-중간 비즈니스의 성과와 향후 발전전략에 대해 긴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양사는 Leadership Summit을 계기로 한-중 관련 
비즈니스에 더욱 적극적 지원 및 긴밀한 협의를 하기로 논의했습니다.  

 

Deloitte at Davos 2015 

 

지난 1월 21일부터 사흘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 45차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서부터 유가 
하락에 따른 정치적 불안정 문제까지 다양한 의제들이 폭 넓게 논의됐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세계 상황 (The new global context)’을 주제로 국가간 갈등과 
같은 지정학 리스크의 불확실성 해법에 대해서 전세계 100여개국 2천 7백여 
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딜로이트는�
2013 년과 2014 년에 강조하였던 ‘InnovationLive’ 개념을 가지고 
‘ImpactThatMatters’ 를 주제로 딜로이트 다보스라이브를 참석자와 미디어에 
전달하였습니다. 전략적 스폰서십 참여를 통해 글로벌 딜로이트가 
Society,Talent, People 에 기여하고자 하는 방향을 키워드, 일러스트 이미지를 
통해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Global MFG Leader, Tim Hanley방문  

 

지난 1월 21일~23일까지 딜로이트 글로벌 Manufacturing(제조업, MFG) 
리더인 Mr. Tim Hanley 가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한에서 그는 고객사인 두산을 방문해 Advanced Manufacturing 에 
대한 강연을 가졌으며, Seri CEO에서는 Advanced Manufacturing 동영상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한국경제, 코리아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MFG Industry 가 추구하는 제조업의 미래 및 인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인 Industry leader 들과 함께 현재 법인의 Industry 
program 을 소개하는 자리와 Tim Hanley 의 Industry program 에 대한 
인사이트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2015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개최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는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5 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법인이 고객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년 확정되는 

세제개편 내용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세미나는 세무자문본부 이정희 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015 세제 

운용방향과 법인 및 소득과세’,  ‘국제조세 및 소비과세’, ‘재산과세 및 

조세특례법’ 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강연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TAX 김선영 전무가 연사로 나서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서울시와 ‘버스혁신 시민토론회’ 개최 

 

2월 5일 서울시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및 시민이 모인 가운데 버스 
준공영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버스혁신 시민토론회’가 개최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시민 토론회는 지난 10 년간의 서울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평가에 이어 전문가 자문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미래 
버스 혁신을 이끌기 위한�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버스교통 진단 및 
미래버스 비전’을 주제로 Audit G1조용호 상무의 강연이 진행됐고, 이어지는 
토론회에서는 중앙대 이용재 교수 사회로 총 7 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준혁 야구재단, 2014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기념 유니폼•빅볼 전달식 

 

(재)양준혁 야구재단의 양준혁 이사장이 지난 1월 12일 오후�안진회계 법인을 
방문해 지난해 12 월 개최된 2014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에 참여한 스타 
플레이어들의 사인이 담긴 빅볼과 유니폼을 전달했습니다. 양 이사장은 함종호 
총괄대표이사, 김종호 CSR 위원장(마켓 및 산업총괄본부 대표), CSR 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선야구대회 후원에 대한 법인 임직원들의 진심 어린 참여와 
관심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Deloitte Anjin Review 제 4호 발행 

 

Deloitte Anjin Review(이하 DAR)는 시장 내 Deloitte Eminence 강화를 
목적으로 법인차원에서 발행하는 계간지입니다. DAR은 고객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산업별 Trend 를 공유하고 Deloitte 만의 차별화된 Business 
Insight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DAR 신년호에서는 Cover Story 로 3D Printing 의 명암을 조명했고, 
2015 TMT Prediction, Cash Paradox와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같은 산업계의 
이슈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또한 유연생산체계를 구축하는데 일조할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컴플라이언스 경영 등 경영 
현장에 필요한 정보와 Insight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DAR에 대한 문의나 DAR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마켓 및 산업총괄본부(02-
6676-222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전문번역서 발간 

 
 

세무자문본부에서는 지난 1월 5일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적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액션 
플랜(Action Plan)'의 전문 번역서를 발간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국제 거래를 하는 납세기업이 BEPS의 주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서를 준비한 것이며, 세무자문본부에서는 이번 출간된 OECD의 2014년 
발표 1차 액션플랜에 대한 번역서에 더해 2015년 발표 예정인 2차 액션플랜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와 번역본 출간 작업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중국 이전가격 실무가이드 - 번역본 발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China Business Center(김태호 상무)와 
세무자문본부 이전가격부서(이용찬 상무)에서는 한•중간 거래로 인한 
한국기업들의 이전가격 문제를 본원적으로 준비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 
과세당국과 접촉하여 중국 이전가격 실무가이드의 한국어 번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금번 번역서를 출간했습니다.  
이�번역서는�중국�이전가격의�역사,�배경,�변화�및�쟁점�등을�세무공무원들이�

해석하고�정리한�것이며,�납세기업은�법과�규정을�정확하게�파악할�수�있을�

뿐만�아니라�과세기관의�과세논리를�완전히�파악할�수�있도록�구성됐습니다.�

관련하여�문의는�02-6676-2820 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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