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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9월 13일 전사적 봉사활동 ‘2017 임팩트 데이’ 개최 

 

 

딜로이트 안진그룹은 지난 9 월 13 일 전사적 자원봉사활동인 ‘2017 임팩트 데이(IMPACT Day)’를 실시했습니다.  

‘임팩트 데이’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실천이라는 취지 아래 전세계 150 여 개 딜로이트 회원사가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한국 

회원사인 딜로이트 안진그룹은 올해로 8 회째 마련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및 딜로이트 컨설팅의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총 600 여 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임팩트 데이에는 예년에 비해 지역사회와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활동을 늘렸는데, 임직원들이 기부한 책을 모아 한글 

교육자료가 필요한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직접 찾아가 전달하는 ‘딜로이트 책 나눔 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1:1 취업 및 직업 멘토링을 진행하는 ‘드림 딜로이트 (Dream Deloitte)’등이 좋은 반향을 모았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충남 서산 중왕어촌계 어촌마을 일손 돕기 및 후원금 전달, 여의도 일대를 4 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하는 

환경정화활동, 여의도 근처 직장인들과 함께 참여하는 단체헌혈활동, 장애우와 함께하는 사파리월드 체험학습, 정신지체 

장애우 생활시설 방문 봉사, 경증 치매 어르신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봉사, 서울역 인근 노숙인 대상 배식활동 등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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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의 다양한 봉사활동이 여의도 일대와 지방에서까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이 날 오전 여의도 One IFC 입구에서 

진행된 일명 녹색 햇사과 나눔 행사(일명 ‘그린 닷 사과’)에서는 준비한 사과가 순식간에 동이 날 정도로 임직원은 물론 

여의도 일대 직장인들의 성원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딜로이트 안진은 전문가로서의 사회책임의식을 다하며 지역사회와의 건강한 소통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긍정의 임팩트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4회 딜로이트-CEO스코어 정책포럼 성황리 개최 
4차 산업혁명 붐…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대안 모색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딜로이트 안진)은 지난 10 월 17 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4 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대응전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주제로 제 4 회 딜로이트-CEO 스코어 정책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약 150 여 명의 고객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최고의 화두인 4 차 산업혁명시대의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었습니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의 개회사 및 정세균 국회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Deloitte Access Economics (호주 최고의 경제자문 기관)의 수장인 크리스 리차드슨(Chris Richardson)은 

기조연설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아시아의 인구학적 변화를 전망했습니다. 이어 4 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에 따른 경제 및 

산업구조의 격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방향성 제시와 관련한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그 외 김경준 딜로이트 안진 

경영연구원 원장의 ‘디지털 격변시대 사업모델 혁신전략과 사례’ 발표,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이사의 ‘국내 대기업들의 

4 차 산업 대응 동향’ 발표, 양석훈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의 ‘4 차 산업혁명시대 2025 년 일자리 전망’ 발표 등도 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Deloitte WorldClass 론칭…CSR 새 지평 연다 

 
푸닛 렌젠(Punit Renjen) 딜로이트 글로벌 CEO 는 딜로이트의 새 

CSR(사회공헌) 프로젝트인 ‘딜로이트 월드클래스(Deloitte 

WorldClass)’의 지향점과 실천의지를 발표했습니다.  

 

딜로이트는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인해 

인류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리라 예측하고, 기업과 

정부는 첨단기술과 지식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시작된 ‘딜로이트 월드클래스’는 전세계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 지식을 바탕으로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전세계 5 천 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에게 미래 성공의 

기회를 선사하고자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딜로이트가 주는 긍정의 임팩트(Making an impact that matters)’로서 딜로이트의 존재 

이유이며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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