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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회계자문…딜로이트 1위 차지 

 

딜로이트 안진이 올해 1 분기 인수•합병(M&A) 회계자문 시장에서 독보적인 

실적으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더벨 및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2015년도 1분기 

리그테이블' 완료기준 회계자문 실적에서 저희 법인은 1위를 고수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SK E&S가 평택에너지•김천에너지•전북집단에너지 발전소 

3 곳을 하나파워 패키지에 매각하는 딜의 인수자문, 포스코가 포스코특수강 

지분 52.3%를 세아베스틸에 매각하는 거래(4185억 원 규모)에서는 매각자측 

자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2015 사회발전지수(Social Progress Index) 발표 

 

딜로이트는 지난 2013 년부터 사회발전조사기구의 후원 및 지식기부 

파트너로 사회발전지수 (SPI) 발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발전지수 

집계 결과 한국은 77.70점으로 133개국 가운데 '가장 살기 좋은 나라' 29위로 

선정됐습니다. 1위는 88.4점으로 노르웨이가 차지했고, 스웨덴과 스위스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 인간 욕구측면에서 89.11 점, 웰빙의 

기반에서 75.60점, 기회측면에서는 68.40점을 받았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간 욕구측면에서 영양 및 기본 의료 지원부문은 98.81 점, 웰빙의 

기반측면에서 기초지식 접근성, 정보통신 접근성 부문은 매우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생태계 지속가능부문에서는 45 점 대의 저조한 점수를 받아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회 측면 중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부문은 133개국 중 10위, 개인의 권리 및 개인의 자유와 선택 부문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여 현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됐습니다. 

 사회발전지수(SPI)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국내총생산 

증가율 등 경제적 요소를 제외하고 기본적 인간의 욕구와 웰빙의 기반, 기회 등 

3개 부문의 점수를 종합해 산출되는 것으로 ‘사회국가적 웰빙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 Global KSG Annual Meeting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4 월 23 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2015 Global 

KSG Annual Meeting 을 개최했습니다. 이 미팅은 KSG (Korean Services 

Group)의 성과와 현황,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는 자리로, Global 

Country Services Group 리더 및 Global JSG (Japanese Services Group) 

리더, Global CSG (Chinese Services Group) 리더, 미주, 유럽, 아시아 지역의 

KSG 파견자, 파견 국가의 Sponsoring partner, 주요 Client 의 LCSP 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각 국가 및 Country Services Group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24일에는 Global KSG Annual 

Meeting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Booth Meeting이 여의도 One IFC 딜로이트 

안진 사무실에서 개최되어 KSG 파견자들이 주요 Client 의 LCSP 들과 

일대일로 만나 현안 이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인도 세무 세미나 개최 

 

지난 4월 15일 3시 여의도 One IFC 8층 딜로이트 대회의실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도 세무 이슈: 우리나라 기업의 현안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과 주한 

인도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으로, 딜로이트 인도법인 

세무전무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2015년 인도 통합예산(Union Budget)의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을 설명하고, 인도 세제 전반에 대해 조망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세미나는 딜로이트 인도법인에 파견근무 중인 정병윤 이사의  

‘2015년 개정세법 주요 내용 소개’, 딜로이트 인도법인 세무 전문가인 라지브 

바조리아•아눕 칼라바스(Mr. Rajiv Bajoria & Mr. Anoop Kalavath)의  ‘직접세/ 

간접세 현황 및 이슈’와 마니샤 굽타(Ms. Manisha Gupta) 의 ‘이전가격 현황 

및 이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4월 1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창립기념일 

 

4 월 1 일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창립기념일이었습니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함종호 대표이사는 CEO 메시지를 통해 “우리 법인은 법인 주요 고객의 

감사인 유지, M&A분야 유력 언론사의 IB관련 대상 1위의 영예 등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리더십을 유지했고, 세무자문과 컨설팅 영역에서도 흔들림 없는 

입지를 다졌다”고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힘든 여건에서도 꿋꿋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전문가로서의 소임을 다해 온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Deloitte Purpose 캠페인 진행 

 

지난해 Deloitte는 Deloitte의 존재이유, 밤 하늘 ‘북극성’과 같은 Deloitte인의 

지향점(Deloitte Purpose)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당 

법인을 포함해 전세계 45개 회원사 2만 여 명의 임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한 결과 Deloitte Purpose 는 “Deloitte makes an 

impact that matters”(또는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결집됐습니다. 이는 Deloitte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표현이며, 

이를 바탕으로 Deloitte人 자신과 고객, 지역사회를 위한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긍정적인 영향(impact)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전문가로서의 

자세와 도전을 의미합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월 캠페인의 론칭을 알리는 CEO Message를 

필두로 법인 홈페이지(www.deloitteanjin.co.kr)에도 Deloitte Purpose 

배너를 개설, 전세계 회원사들의 impact story와 다양한 캠페인 실행안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법인 내 캠페인 메시지의 내재화를 위해 향후 다양한 

activation plan 을 통해 Deloitte Purpose 캠페인을 함께 동참하고 즐기며 

느끼는, 축제 같은 캠페인으로 자리매김시키고자 하니 홈페이지나 

Facebook(www.facebook.com/deloitte)에서 Deloitte 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이브더칠드런 신생아 살리기 모자 전달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는 지난 3월 5일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을 방문해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 

참여로 완성된 모자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자를 모집, 총 312명의 임직원이 778개 키트를 신청했으며, 이 중 완성된 

모자 1,196개를 전달했습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캠페인은 올해로 여덟 

번째 시즌이며, 우리 법인은 지난 시즌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습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는 임직원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은 활동으로 앞으로도 매년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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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그 회원사들의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독립된 조직입니다.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와 각 회원사의 법적인 구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www.deloitte.com/kr/about 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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