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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조세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10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기획재정부 국제조세과장, 일본 경단련 소득이전과 세원잠식(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초청, OECD 및 G20 

국가들이 글로벌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2012 년부터 진행 중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획재정부 이재목 국제조세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OECD 및 G20의 15개 BEPS 프로젝트 액션플랜 논의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글로벌 인사관리 및 해외주재원 세무관리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컨설팅은 지난 11월 3일,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One IFC 8층 

대회의실에서 국내기업 글로벌 인사 및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인사관리 및 해외주재원 세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인사관리 동향 및 전략과 해외주재원 세무관리에 대한 유용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인사관리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딜로이트 컨설팅 인사 및 

조직관리(Human Capital) 부서는 최근의 기업 글로벌 인사관리 동향 및 전략, 

운영방식에 대한 글로벌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2015 서울대학교 i-MBA(Intensive-MBA) 수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Partner 및 Director 27명(i-MBA(Intensive-MBA) 

7기)은 지난 11월 27일 Deloitte의 Global Competency Model에 따라 

구성된 Business Advisor Roadmap의 핵심 프로그램인 MMBA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지난 9월 4일(금) 부터 Partner, Director 대상으로 격주로 진행 

된 본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 경영학 교수진이 제공하는 사례 중심의 수업을 

통해 전략, 마케팅, 인사조직 등 각 분야별로 이론과 실무를 재무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전사 업무연속성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 BCP) 모의훈련 실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0월 23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위기 또는 

재난 상황에서 우리 법인의 대응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의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본 훈련은 연 1회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금번 훈련은 각 부서의 BCP 담당자와 

핵심업무복구 담당자 37명이 참석했습니다. 훈련 실시 결과 핵심업무복구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각 부서 BCP 문서 및 전사 

위기관리계획 (Crisis Management Plan; CMP)에 반영되어 차기 BCP훈련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딜로이트, 2015 아·태 고속성장 500대 기술기업 시상식 개최 

 

딜로이트 글로벌이 매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기술, 미디어, 통신(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가장 큰 

폭의 성장률을 기록한 기업 500곳을 선정해 시상하는 ‘2015 아시아태평양 

고속성장 500대 기술 기업(2015 Technology Fast500™ Asia Pacific)’에서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등 모바일 게임으로 알려진 한국기업 

데브시스터즈㈜(공동대표 이지훈, 김종흔 )이 1위 수상을 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은 10위 내 6개 기업, 전체 500대 기업 중 

139개가 랭크돼 최근 중국의 성장세를 과시했으며, 중국과 더불어 호주, 한국 

기업들은 꾸준한 성장을, 인도, 일본, 대만 기업들은 지난해 비해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2015 아시아태평양 고속성장 500대 기술 기업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시상식으로 세계적인 회계·컨설팅 기업 딜로이트는 최근 4년간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인 500대 기업을 선정해왔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세계제조업 랭킹 발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2월 11일 딜로이트 글로벌의 2016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2016 Global Manufacturing 

Competitiveness Index) 보고서를 인용, “ 5년 후인 2020년에는 미국이 제조업 경쟁력 랭킹 1위를 탈환하고, 중국은 정상을 

내어주며 2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습니다.  

2016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지금부터 2020년까지 약간의 순위 변경은 있겠으나 상위 11개 국가가 상위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투톱’인 미국 및 중국과 더불어 독일과 일본이 각각 3,4위를 유지하고, 현재 11위에 랭크된 인도의 경우 5위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제 제조업 경쟁력 지수는 딜로이트 글로벌과 미국경쟁력위원회(US Council on Competitiveness)가 공동으로 조사, 발표하는 

것으로 세계 각국 제조업에 종사중인 500명 이상의 CEO(최고경영자) 및 고위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층 서베이 결과를 

토대로 만든 지수입니다. 

 

 

2015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후원 참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2월 6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양준혁 

야구재단이 주최한 '2015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자선야구대회는 열악한 환경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꿈을 포기하는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미래의 프로 야구선수로서의 성장을 

적극 후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딜로이트 안진은 2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 날 식전행사에서는 멘토리 야구단에 딜로이트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법인 야구동아리를 주축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분리수거, 좌석 안내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Tax@Hand launching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본본부 R&D센터는 CM&I(Client Market & 

Industry)와 함께 지난 5개월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12월 1일부터 

Tax@Hand 앱을 이용해 우리나라의 최신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Tax@Hand는 딜로이트에서 개발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스마트폰 앱으로, 

현재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29개 국이 참여해 각국의 세무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전세계 딜로이트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최신 세무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개발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구글플레이에서, iOS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deloitte tax’로 검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Deloitte Review 17호 발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Deloitte Review 17호를 발간했습니다. 지난 

11호부터 한글번역본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글로벌 경영 트렌드와 주요 

이슈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Deloitte Review 의 이번호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Deloitte Review는 원하시는 종류에 따라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ㆍ 영문 원본: http://dupress.com/collection/deloitte-review  

ㆍ 한글 번역본: http://www.deloitte.com/kr/deloittereview  

ㆍ ebook버전:https://dir.deloitte.co.kr/download/nip/ebook/DR/201502.html 

ㆍ 인터넷 서점인 알라딘, Yes24, 반디앤루니스, 리디북스 에서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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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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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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