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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oitte Newsletter
딜로이트 뉴스

2016 년 신년 인사회
지난 1 월 4 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8 층 트레이닝룸에서 법인 신년 인사회가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별도의 식순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과를
즐길 수 있도록 리셉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서로 신년 인사를 나누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값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2016 Korea Capital Markets the bell League Table Awards 서 수상
지난 1 월 27 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2 층 아트리움에서 열린 2016 Korea
Capital Markets the bell League Table Awards 에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은 2 년 연속 Best M&A Advisor 부문에서 Best House 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자본시장 미디어인 더벨이 주최한 시상식은 올해 8 회째를
맞았으며, 수상은 총괄대표이사인 함종호 대표가 직접 했습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딜로이트 안진은 기업인수 발표기준 및 Client 가 뽑은 자문사
선호도 분야에서 모두 1 위에 올라 명실상부한 회계자문사로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VIP 투자자문과 일임고객 세무자문 서비스 제공 협력
지난 7 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여의도 본사에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이정희 대표, 김민국 VIP 투자자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업계 최초로 세무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향후
딜로이트 안진은 VIP 투자자문 일임고객들에게 전문화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VIP 투자자문은 수탁고, 자기자본, 일임고객수 기준 업계 최상위권
자문사로 패밀리오피스 위상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6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무본부에서는 2 월 2 일 오후 2 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 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매년 세제 개편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국내 주요기업 관계자
약 500 여 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증세법 분야 주요 개정사항, 국제 조세 분야에서 과거 몇 년간 논의된 국가간
소득 이전과 세원 잠식(BEPS)의 국내 최초 입법사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언급됐습니다.

이길우 부대표,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임
지난 2 월 2 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길우 부대표(감사 품질관리 리더)가
회계기준위원회(KASB) 비상임위원으로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오는 2019 년
2 월 2 일까지입니다. KASB 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5 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독립적인 민간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경계의 종말’ 출간 - 딜로이트가 내다본 2020 산업의 새로운 지평
2016 년 새해를 맞아 딜로이트는 디지털과 융합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이 내다본 전망과, 이러한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한 법인의 산업별 리더들의
견해를 담아 <경계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용합으로 인한 산업 변화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해,
진정한 혁신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와 지침을 제공합니다.

2016 TMT 산업 전망 및 밀레니얼 서베이 결과 발표
지난 1 월 12 일 딜로이트 글로벌에서는 2016 TMT (Technology ㆍ Media ㆍ Telecommunication) 산업 전망과 전세계 29 개국
7 천 700 명에 이르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참여한 밀레니얼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16 TMT (Technology ㆍ Media ㆍ Telecommunication) 산업 전망에서는 가상 현실 (VR; Virtual Reality)과 인지기술이 미래의
잠재성을 갖는 기술로 꼽았습니다. 또한, 밀레니얼 서베이의 주요 결과로 밀레니얼 세대의 44%가 기회만 주어진다면 2 년 내에 현
직장을 떠날 것이라고 답했으며, 그 시기를 2020 년으로 연장할 경우 비율은 66%까지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Global Country Services Groups 남아공 로드쇼 개최
지난 1 월 11 일부터 13 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Global Country Services Groups Roadshow 가 개최됐습니다. Global
KSG (Korean Service Group) 리더인 김태형 부대표는 Global JSG (Japanese Services Group), Global CSG (Chinese
Services Group) 리더 및 GCSG (Global Country Services Groups) 관계자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딜로이트 남아공 법인 경영진을
만나 남아공 내의 Korean Market 시장 규모 및 기회 등에 대해 논의하고, KOTRA, 삼성 등 남아공 진출 주요 기관과 고객사를
방문해 새로운 네트워크 수립 및 향후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lobal C&I Leader 인 Vanessa
Borchers 와 함께 Global Country Services Groups 차원에서의 전략 및 Global Crown Jewel client 관련 논의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돌잔치 참여 및 후원
지난해 12 월 23 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임직원 30 여 명은 합정동에
위치한 홀트를 방문해 첫 돌을 맞은 12 명의 영아들에게 작은 축복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날 후원금은 지난해 실시했던 Impact
Day 의 Impact Punch 에서 적립된 126 만 원으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돌’이라는 의미 있는 후원과 활동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홀트 돌잔치는 매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후원과 임직원들의 참여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Deloitte Purpose 캠페인
딜로이트 임직원들의 Impact Story 를 공유하고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 딜로이트가 만드는 긍정의 임팩트'를 통해 우리가 고객과 우리자신,
그리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고 임팩트를 만드는지 그 의미를
되새기는 2015 년을 보냈습니다. 2016 년을 맞이하면서 지역사회에 긍정의
임팩트를 남겼던 임직원들의 활동상을 담은 사진전을 진행하여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는 임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사진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모자뜨기 사진 이벤트는 모자를 뜨는 과정, 완성된 모자 사진 등을 공모하는
이벤트였습니다.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활동은 국제 구호개발 NGO 인
Save the Children 에서 지난 2007 년 시작되어 최근 Season 9 을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으로 사망률이 높은 저개발 국가의 신생아들에게 체온을 유지하고
감기, 폐렴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활동으로 딜로이트 안진의
CSR 활동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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