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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뉴스

2016 신입회계사 D-Day Banquet 개최
딜로이트라는 무대에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시작하는 신입회계사의 첫 날을 축하하고자
지난 8 월 29 일 콘래드 호텔 Grand
Ballroom 에서 D-Day Banquet 을
진행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Deloitte Night 에서는 함종호 총괄
대표이사의 Welcome Message 를
시작으로 선배 회계사의 생생한 경험담을
담은 Real voice, 개그맨 김재욱 씨와의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2016 You@Deloitte 신입회계사 연수 실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신입회계사
204 명을 대상으로 9 월 22 일부터 10 월
6 일까지 3 주간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1 주차에는 여의도 내 교육장에서 법인규정
및 직무 기초교육 등 법인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으며, 2 주차에는 경기도
양평 현대 블룸비스타에서 전문교육을 위한
5 일간의 합숙연수를 실시했습니다. 3 주차에는 자매결연 어촌마을, 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쳤고, 연수 마지막 날인 6 일에는 서울 신도림
쉐라톤 디큐브시티에서 입사 환영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신입회계사를 채용하는 각 그룹의 리더분들이 참석해 신입회계사의 입사를
축하했습니다.

2016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실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는
Deloitte 의 Aspiration 인 Undisputed
Leader 양성을 위해 새로운 역할을 맡은
Manager, Senior manager,
Director 를 대상으로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동원리더스 아카데미에서 1 박
2 일(9 월 28~29 일, 10 월
13~14 일)간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Deloitte
Contents 인 Moments that Matter 와 Business Chemistry, Deloitte
University Asia Pacific Milestone Program 을 기반으로 개발된 탄탄한 국내
교육 과정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Deloitte Anjin Review 7 호 발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경영연구원에서는 시장 내
Brand Eminence 강화와 마케팅 지원을 목적으로
법인 전문가들의 산업 인사이트 및 다양한 법인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Deloitte Anjin
Review 7 호에서는 한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타산지석이 될 스타트업의 중요성과 성장 과정을
분석합니다. 위기가 일상화된 환경에서 최적의
위기관리 체제를 위한 딜로이트의 방법론, 해외
진출에 필수인 주재원 파견과 관련된 세무관리
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DAR7 호는
PDF 버전(Link) 과 ebook(Link)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 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서점
리디북스, 예스 24, 알라딘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 3 회 서강대-딜로이트 국제 기업윤리 포럼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와
서강대학교 지속가능기업 윤리연구소는 지난 9 월
22 일 KT 스퀘어에서 기업윤리환경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을 고민하는 국제 기업윤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행동윤리학 분야의
대가이자 <Blind Spots (이기적 윤리)>의 저자
Ann E. Tenbrunsel 교수 (Notre Dame
University)를 초빙해 인간의 이기적인 윤리성이
발생하는 원인과 조직 및 사회 문제와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법무법인 광장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분야 업무협약’ 체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10 월 18 일 여의도 One IFC 에서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고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양질의 재무 및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내외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선도적인 시장개척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 자문, 기업인수합병 및 포렌직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산업 분야의
고객들이 효율적인 사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Global Security Awareness Week 캠페인 실시
보안의식 제고를 위해 매년 전세계 20 만 명
이상의 딜로이트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Global
Security Awareness Week 는 전문가로서
기본인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정보보안을 생활화 하자는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업계를 선도해 나가자는 의미로 “Take the
Lead”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보안 관련 사항을 동영상을 통해
알아보고 다채로운 이벤트도 진행돼 임직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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