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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뉴스 

 
 
 
 

2015년 9월 정기 인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은 9월 1일자로 정기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정기 인사에서는 한찬희, 안성식 

등 2명의 부회장과 강윤영, 조규범 등 부대표 2명 이외에 전무 12명, 상무 17명, 상무보 4명 등이 승진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가나다순. 괄호안은 소속) 

-부회장 승진 (2명) 

안성식, 한찬희 

-부대표 승진 (2명) 

강윤영(고객전략), 조규범(세무자문) 

-전무 승진 (10명) 

김영안, 김태호, 유병문, 이동원, 정찬수(감사), 김동회, 김보훈, 

박상은, 박희석, 이형(재무자문)    

 

<딜로이트 컨설팅> 

-전무 승진 (2명) 

김기동, 배정희 

 

-상무 승진(17명) 

김경훈, 김동환, 김하연, 김현곤, 나기영, 문희창, 송정선, 

조태진, 최상권, 최종문(감사), 오정민, 이종형(세무자문), 

박주형, 손인배, 이응석, 조병왕, 최정훈(재무자문) 

-상무보 승진(4명) 

구본관, 김석기(감사), 조건우(세무자문), 홍순재(재무자문) 

 

 



제 16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대상 회계법인 부문 수상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7월 7일 한국거래소 본관 1층에서 

열린 제 16 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감사대상 회계법인부문 

수상법인으로 금융감독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모범 감사사례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감사기능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과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고, 

감사업무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 2000 년부터 

“감사대상”을 제정•시상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과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여러 후보를 추천 받아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대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는데, 

안진회계법인은 독립적 품질•위험관리본부를 운영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은 점, 상장법인의 부정예방제도와 상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내부감시기능과 통제기능 강화와 개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 2회 딜로이트 - 서강대, 국제기업윤리포럼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서강대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와 8월 

26일 오후 3시 서울 남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업윤리,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 2 회 서강대-딜로이트 

국제기업윤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 참석자들은 미국과 유럽 

기업의 윤리적 행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기업윤리 환경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기업윤리 분야 

석학인 산타 클라라 대학(Santa Clara University)의 커크 한슨(Kirk 

Hanson) 교수가 ‘기업윤리 강화를 위한 미국과 유럽의 제도적 

장치’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패널 토의에서는 

전성빈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우리나라 기업, 임직원의 

윤리적 행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에 대해서 이병남 LG 인화원 원장, 

최동석 아시아연구네트워크 박사, 이정인 딜로이트 안진 부대표, 

한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구글캠퍼스 서울 외부 전문가 멘토단 교육 및 멘토링 참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는 지난 7월 10일에 개최된 구글캠퍼스 

서울의 외부 멘토단 킥오프 미팅 이후로 회계•세무 교육 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본부와 세무자문본부의 

유혜련 상무, 변석준 이사 등 법인 전문가들이 스타트업들에게 

창업관련 전문지식 전달에 힘쓰고 있습니다. 7 월 22 일 변석준 

이사가 강의한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다? 작은 회사 

살림살이를 위한 CEO 기초 세무지식> 는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8월 31일에는 유혜련 상무가 회계 

관련하여 색다른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멘토링 세션 중 

마케팅/법률/회계/세무 멘토링에 역시 구글캠퍼스 멘토 1 기랄 수 

있는 유혜련 상무와 변석준 이사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8 월 7 일 

진행한 회계•세무 부문에는 30분씩 총 3명의 멘티를 대상으로 1시간 

30분 가량의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Reverse Campus Recruiting 진행 

 

 

7월 한달 간, 2015년 신입회계사 정기채용에 지원을 희망하는 후배 

예비회계사를 대상으로 안진회계법인 100 명의 선배 회계사들이 

모교를 방문하는 캠퍼스 리쿠르팅이 진행됐습니다. 

 8월에는 지원자들이 오피스를 방문해 근무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Reverse Campus Recruiting이 진행됐습니다. Reverse Campus 

Recruiting은 선배 회계사들과의 자유로운 Q&A 시간, 법인에 대한 

소개 등 다채로운 행사가 주요 학교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8 월 

20일에는 통합적으로 진행되어 8월 한달 간 약 300명의 지원자들이 

당 법인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2015 년 신입회계사 정기채용 소식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페이스북에서도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중국한국상회 조찬포럼 강연 

 

딜로이트 KSG(Korea Service Group) China의 박상훈 상무는 7월 

1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국한국상회 조찬포럼에 초빙되어 최근 

중국 조세정책 동향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강연은 세법 이슈 

및 세수 정책 전망뿐만 아니라 세무조사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뤄 매우 유익하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100명 이상이 참석하여 

그 동안 중국한국상회에서 개최한 조찬포럼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번 포럼을 통해 주요 고객사인 삼성, LG, SK 계열사를 비롯해 

중국 주재 한국 기업들에게 딜로이트 KSG의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전문성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CSR] 휘경중학교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 체험의 날’ 교육기부 참여 

 

지난 7월 8일 휘경중학교에서 진행된 전문직업인 초청 진로 

체험의 날에 Audit G1 김태균 Manager가 교육기부에 

참여했습니다. 이 날 행사는 각계의 전문직업인을 다수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으로 

법인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참여, 공인회계사에 대한 소개를 하고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SR]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컨설팅 통일나눔펀드 111명 참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 컨설팅의 함종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과 가족 111명이 8월 13일 통일나눔펀드 정기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함종호 대표이사는 "통일나눔펀드 참여로 딜로이트의 사회봉사활동에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며 "임직원들과 함께 '딜로이트가 

만드는 긍정의 임팩트'라는 기업의 지향점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Deloitte Review 발간 안내 - Issue 16 한글 번역본 

 

11 호부터 한글번역본을 제공하기 시작한 Deloitte Review 가 올 

여름 16 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영 트렌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DR의 이번 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발한 메르스 사태와 같이 글로벌 차원에서 

안전한 물, 공중 및 개인위생(WASH: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관련 문제가 공통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WASH는 기업에게도 사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물, 공동적 

과제”에서는 이에 대한 최근 기업들의 공동 행동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관련문의사항은 

cokr@deloitte.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5 Partner Workshop 개최 

 

 

‘2015 Partner Workshop’ 이 지난 7 월 3 일 여의도 63 빌딩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샵은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 Becoming the undisputed leader’ 라는 글로벌 월드 

미팅과 같은 슬로건 아래 각 Function 별 FY16 주요 전략과 

추진사항을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마케팅 

전문가인 조서환 대표님이 ‘혁신, 근성만이 살길이다’ 를 주제로 

리더십, 마케팅 역량 강조 등의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운영위원, BOP(Board of Partners) 멤버로 

활동하여 주신 파트너분들을 시상하고 감사패를 증정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참석한 파트너들은 네트워킹과 

전략 공유를 통해 뜻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Deloitte Purpose 캠페인 진행 - Deloitte Purpose, 우리들의 이야기 런칭 

 

 

딜로이트의 지향점과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하며 임직원들의 Impact 

Story를 공유한지 어느덧 3개월 째로 접어들었습니다.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 딜로이트가 만드는 긍정의 임팩트'를 통해 

우리가 고객과 우리자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고 

임팩트를 만드는지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크고 작은 임팩트가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 나감을 

연상시키는 PC 배경화면, 여러분의 잔잔한 실제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Deloitte Purpose 릴레이 인터뷰, Deloitte Purpose 

캠페인 홍보대사 선정,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를 의미하는 

최고의 우리말 표현을 찾았던 공모전까지 Deloitte Purpose에 대한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좌측 세번째), 

Deloitte Purpose캠페인 홍보대사> 

 

 

mailto:cokr@deloitte.com


 

인식과 우리가 만드는 임팩트에 대한 생각들이 법인 차원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Activation Plan을 실행해 왔습니다. 

얼마 전 하나의 프로젝트가 공개됐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모여 ‘딜로이트-밥장 Collaboration’이란 

프로젝트로 법인 8 층에 구현됐고, 거기에는 그 동안 말하고 싶고 

나누고 싶었던 Real Impact Story들이 창의적이고 따뜻한 감성의 

그림으로 표현됐습니다.  

우리 자신과 고객, 지역사회에 Deloitte가 남긴 영향은 무엇일까요? 

캠페인 활동은 홈페이지나 Facebook (www.facebook. 

com/deloitte) 에서 다양한 소식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8층 엘리베이터>      <그림보드에 그림을 그리는 모습> 

 
 

 
Deloitte Korea |  RSS 

 

   

 

 

Deloitte Anjin LLC & Deloitte Consulting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15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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