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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뉴스 

 

 

 

2017 년 신년인사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월 2일 

서울 여의도 One IFC 8층에서 신년인사

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별도의 

식순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과를 

즐길 수 있도록 리셉션 형식으로 열렸습니

다. 딜로이트 안진 임직원 모두가 서로 신

년 인사를 나누며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값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7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에서는 2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는 법인이 매년 세제 개편 및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이번 세미나에는 제조업, 통신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 주요기업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분야 등 주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관세 분야 및 최근 국제조세 이슈 중 가장 뜨거운 하나인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언급돼 기업 

실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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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Asia’ 발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딜로이트 APAC 

경제산업별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2017년 

아시아의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 ‘보이스 오브 

아시아(Voice of Asia, 이하 VOA)’ 첫 호의 

국문판을 발간했습니다. 

VOA 첫 호는  ‘2017년, 아시아에 대해 알아야 

할 네 가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패러다임의 

극복 그리고 세계 무역 성장’, ‘아시아의 무기: 

대량소비(mass consumption)’ 등 총 3개의 

리포트로 구성돼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무역 

성장추이, 국가별 소비자 구매력, 미 트럼프 

대통령 정부에서의 아시아 경제 기상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VOA국문번역본과 영문원본은 딜로이트 안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서 보실 수 

있으며, ebook 및 인터넷서점(Yes24, 알라딘, 리디북스 등)에서도 제공되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임직원 연말 사회공헌활동 참여 

 
딜로이트 안진 CSR위원회에서는 지난 연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임직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2016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를 비롯해 ‘저개발국가 아동을 위한 

캠페인(신생아살리기 모자뜨기, 에코백 색칠하기 

캠페인)’, 8층카페에서는 쓰고 남은 동전, 

집이나 사무실 한 켠에서 잠자는 동전을 

기부하는 ‘Green Dot + Coin Dot’ 캠페인, 

올해 임직원들이 참여한 사회공헌활동 중에서 인상 깊었던 활동에 스티커를 

붙이는  ‘2016 올해의 CSR 활동 선정’, 마지막으로 사내 봉사 동아리들이 꾸준히 

진행하는 사회공헌활동이 있습니다. 특히 8층 카페에서 진행됐던 ‘Green Dot + 

Coin Dot’ 캠페인에서 모금된 동전은 ‘사랑의 열매’ 모금함에 기부(사진)됐으며, 

임직원들이 스티커를 붙여 ‘2016 올해의 CSR 활동 선정’ 이벤트에서는 

‘저개발국가 아동을 위한 캠페인’이 임직원들이 제일 인상 깊었던 활동으로 

뽑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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