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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뉴스

이정희 신임 총괄대표이사 선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2018 회
계연도(’17.6.1~)를 시작하면서 향후 3 년간 법인을 이
끌 신임 총괄대표이사로 이정희 前 세무자문본부장을 선임
했습니다. 이정희 대표는 1982 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
격한 후 이듬해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했으며, 1983
년부터 안건, 하나, 안진회계법인을 거치며 회계사로서의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2010 년 세무본부장으로 취임한
이후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 경쟁력을 국내 최고 수
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시장 내 딜로이트 안진의 브랜드
파워 강화와 매출 성장을 이끈 주역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딜로이트 컨설팅, 본부장급 인사 단행
신임 CEO 선임에 이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운영을 담당할 본부장급 인사도
진행했습니다.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장: 전용석 부대표
▶세무자문본부장: 권지원 전무
▶재무자문본부장: 홍종성 부대표
▶고객전략본부장: 이지신 전무
▶대외협력본부장: 김점표 부대표
▶경영지원본부장: 민홍기 전무
◇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이사: 이승우 부사장

리스크자문본부(RA) 영문명칭 변경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의 영문 명칭이
“Risk Advisory(RA)”로 변경됐습니다. Risk
Advisory 로의 명칭 변경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와 역량을 시장에 명확히 제시하고, 전세계적으로 통일
된 조직명을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리스크는 기업 목표 달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의 원천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리스크’라는 단어는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Risk Advisory 는 기업의 생존과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위한 실현 가능한 리스크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본부 Senior (1 년차) 해외교육과정 진행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7 년 5 월 29 일부
터 6 월 9 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싱가포르에 위치한
Deloitte University AP Center(Amara
Sanctuary Resort Sentosa)에서 감사본부
Senior 해외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PSE(Professional Services Excellence) 과정은
Senior 가 갖추어야 할 탄탄한 기본기부터 새로운 시
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역량을 제시함으로써, 학습자가
딜로이트 안진의 핵심인재로 성장하게끔 만드는 리더
십 육성 프로그램입니다. 본 교육과정에 참석한 65 명
의 Senior 1 년차들은 인적 네트워크 형성,
Professional Service Advisor 의 역량, PT, 협상 등 Senior 가 갖춰야 할 역할
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Voice of Asia’ 2 호 국문판 발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딜로이트 APAC 경제산업
별 최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2017 년 아시아의 경제
전망을 담은 보고서 ‘보이스 오브 아시아(Voice of
Asia, 이하 VOA)’ 2 호 국문판을 발간했습니다. 이
번 호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이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
한 경제 성장 모습과 정부, 기업 및 소비자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발전 가능성
을 전망했습니다.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의 디지털 관
여 수준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 아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VOA 2 호는 ‘디지털로 관여되어 있는가? 아시아, 세
계를 주도하다’,‘아시아의 경제 성장과 발전: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디지털’ 등 2
개의 리포트로 구성돼 있습니다.
VOA2 호 국문 번역본과 영문 원본은 딜로이트 코리아 홈페이지(Link)와 딜로이트
코리아 페이스북(Link)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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