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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뉴스

4 월 1 일 창립 31 주년 맞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4 월 1 일 창립 31 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약하던 시기에 첫 걸음을 뗀 이
후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문서비스 조직으로 성장했습니다.
더불어 창립기념일을 맞이해 법인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총 73 명의 장기근속자
임직원들께 장기근속상을 시상했습니다.

신임 감사사업본부장 선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4 월 11 일 감사사업본부
전용석 부대표를 신임 감사사업본부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신임 전용석 감사사업본부장은 1994 년에 입사해 20 여
년간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고객사 담당 파트너로
회계감사와 인수합병(M&A), 경영컨설팅,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등 다방면으로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제 51 회 납세자의 날’, 세무자문본부 김선영 전무 수상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김선영 전무가 지난 3 월
3 일 삼성동 코엑스 에서 열린 ‘제 51 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정협조자 부문 산업포장’을 수상했습니다.
김선영 전무는 2007 년 근로장려세제 실무위원회에
참석해 EITC 제도 도입에 공헌한 바 있으며,
BEPS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역외탈세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또한 세제발전심의 위원회
국제조세분과위원장 및 BEPS 대응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정책발전에 기여하는 등 국제조세
제도정비를 통한 과세제도 합리화와 소외계층을 위한
조세활동을 수행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딜로이트 안진-데모데이
스타트업 M&A 및 글로벌 진출 촉진 업무협약 체결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데모데이가 지난
4 월 21 일 오후 2 시 여의도 One IFC
8 층에서 ‘스타트업 M&A 및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한 협약식’ 을 체결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과 ㈜데모데이는 양사의
전문분야 및 노하우를 기반으로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M&A 지원과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회계·세무·법률·내부통제 및 각종 경영컨설팅
자문 △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스타트업과 국내외 대기업·상장사·중견기업 연계
지원 △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스타트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에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2017 Risk Analytics Bootcamp 개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4 월 10 일부터
13 일까지 4 일간 여의도 One IFC
8 층에서 “2017 Risk Analytics
Bootcamp in Korea”라는 주제로 Risk
Analytics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딜로이트 호주 Risk Analytics Team 이
법인을 방문해 안진 Risk Advisory 소속
전문가들에게 Risk Analytics 에 대한 기본 교육 및 실습을 통한 업무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RA Bootcamp 는 법인 전문가들이
딜로이트 호주의 Risk Analytics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서비스 사례를 공유 받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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