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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뉴스

딜로이트안진, 본부장급 인사 단행
법인의 Vision 인 ‘Winning Firm’ 을 달성하기 위한 As One 의 실행력을
높이고, 급변하는 시장과 고객의 다양한 needs 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5 년 6 월 1 일부터 법인을 이끌어갈 Management 그룹 조직개편이 아래와
같이 단행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감사본부장

오태환

부대표

▲재무자문본부장

홍종성

▲고객전략본부장 김태형 부대표 ▲산업연구본부장 김경준 대표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알렉스 조(조기훈) 부사장

부대표

2015 As One Concert 개최
지난 5 월 22 일에 ‘2015 As One Concert’ 가 열렸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이
지향하는 협동의 기업문화인 ‘As One’ 에서 이름을 딴 ‘As One Concert’ 는
지난 2011 년 개최한 이후 4 년만이며, 임직원과 가족 약 1,6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뮤지컬 배우 김호영의 진행으로 시작한
콘서트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자랑하는 에일리와 휘성의 라이브 공연으로
열기를 더했습니다. ‘Talk with CEO’의 시간을 통해 CEO 와 임직원, 가족이
한층 더 가까워 질 수 계기가 되었으며, 참석한 임직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딜로이트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공유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수습 회계사 채용 시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2015 수습회계사 정기채용
캠퍼스 리쿠르팅’을 6 월 17 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수습회계사
채용 규모는 200 명 선으로 선발 전형은 크게 기합격자 전형, 2 차 시험 대상자
전형 등 2 개의 트랙(track)으로 진행됩니다. 대형 채용설명회 대신 법인 내 우수
회계사들이 모교를 방문해 현장 채용을 진행하는 캠퍼스 리크루팅과
지원자들이 직접 법인 사무실을 방문하는 리버스(reverse) 캠퍼스 리크루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안진의 온라인 채용포털은 지난 6 월 12 일
오픈됐으며, 지원자는 홈페이지(www.deloitteanjin.co.kr)에 접속해 채용
공고검색, 지원서 작성, 실시간 채용진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4 대 회계법인 축구대회 통산 7 회 우승
축구동호회 FC 딜로이트(회장 박근우 상무)가 지난 5 월 23 일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민스포츠센터 축구장에서 개최된 제 12 회 4 대 회계법인 A-리그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딜로이트 안진, 삼일, 삼정,
한영 등 4 대 회계법인이 참석해 풀 리그로 진행됐는데, 예선에서 2 승 1 무의
성적으로 결승에 오른 FC 딜로이트는 삼일과의 결승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최종스코어 5:4 로 승리하며 대회 통산 7 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제 15 회 여성마라톤 단체 참가
지난 5 월 10 일 일요일 상암동 평화의 광장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여성신문사와 서울특별시가 주최하는 제 15 회 여성 마라톤 대회에 법인
임직원 및 가족 138 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어 온 여성
마라톤 대회는 올해로 15 회째를 맞이했으며, 우리 법인에서는 12 년 연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5 년 15 회 여성마라톤대회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서울, 여성함께
특별시'라는 슬로건으로 가족단위 시민, 여성단체 등 1 만 5 천명이 참여했으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부스 행사까지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제공됐습니다.

딜로이트-EY, 산업은행 차세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KDB 산업은행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딜로이트 안진
컨설팅 - 언스트앤영(Ernst & Young) Advisory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6 월 24 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이날 차세대 시스템 사업에
대한 입찰을 받아 평가한 결과 딜로이트-언스트앤영 컨소시엄을 사업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전단계에 요건정의 및 프로세스 개선작업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SK C&C 등 국내 IT 대기업을 비롯해 다수의 중소 협력업체들도
SI 로 참여한다. 이들 업체가 사업 구상을 내놓으면 앞으로 2 년에 걸쳐
2000 억원 이상을 시스템 구축에 투입하게 됩니다.

공인회계사회, 정총 서 이홍섭 안진 부대표 감사로 선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6 월 17 일 여의도 63 빌딩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제 61 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단독 입후보한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이홍섭 씨를 감사로
선출했으며, 2015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 16 회 감사대상 수상자로 선정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 16 회 감사대상 수상자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지난 26 일 발표했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모범 감사사례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감사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감사업무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 2000 년부터 “감사대상”을 제정·시상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여러 후보를 추천
받아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대상심사위원회 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각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법인은 법인 부문에서 모범적인
감사운영 법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본 수상의 시상식은 7 월 7 일 한국거래소 본관 1 층에서 진행이 되며, 법인은
법인부문에서 금융감독원 원장 표창을 받게 됩니다.

Deloitte Purpose 캠페인 진행
지난해 Deloitte 는 우리의 존재이유, 밤 하늘 ‘북극성’과 같은 우리의
지향점(Deloitte Purpose)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법인을 포함해 전세계 45 개 회원사 2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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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집됐고, 딜로이트 안진에서는 5 월에 실시한 우리말 공모전을 통해
“딜로이트가 만드는 긍정의 임팩트” 라는 표현이 결정됐습니다.
지난 3 월 캠페인의 론칭을 알리는 CEO Message 를 필두로 법인
홈페이지(www.deloitteanjin.co.kr)에도 Deloitte Purpose 캠페인 배너를
개설했고, 우리말 공모전, PC Wall paper 변경, Green/Blue Dress code
이벤트,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릴레이 인터뷰 등 캠페인 실행안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Deloitte Purpose 캠페인을 함께
동참하고 즐기는, 축제 같은 소통의 기회로 자리매김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과 고객, 지역사회에 Deloitte 가 남긴 영향은 무엇일까요. 캠페인
참여 활동인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우리들의 Impact Story 를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나
Facebook(www.facebook.com/deloitte)에서
Deloitte 의 다양한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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