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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컨설팅, 정성일 대표이사 선임
딜로이트 컨설팅은 지난 2 월 1 일 신임 대표이사에 정성일(사진) 부사장을
선임했습니다. 정성일 신임 대표이사는 25 여 년 간 IT 및 컨설팅 분야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PwC 컨설팅, IBM GBS 등을 거쳐
지난 2010 년 딜로이트 컨설팅에 입사했습니다. 정성일 대표이사는 현재
딜로이트 컨설팅 내 첨단기술 및 미디어, 통신사업(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 리더로 최근 4 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학계
및 다수의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딜로이트 안진, 2018 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개최
기업 세무ㆍ재무 담당자 500 여 명 참석해 성황
세무자문본부는 2 월 22 일 오후 2 시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기업의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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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기업
관계자 500 여 명이 참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증세법 분야 등 주요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과 더불어 관세 분야 및 세원 잠식과 소득이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액션 플랜에 따른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손비인정제한제도 등 내용이 상세히 언급돼 기업 실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발간
딜로이트 안진 회계감사본부는 지난 1 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선진 프레임워크와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집대성하여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가이드의 발간은 국내에서는 1997 년 말
외환위기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에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최근 보고된 아시아 11 개국의 기업지배구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 년부터 2016 년까지 11 개국 중 8 위에
머물고 있는 등의 이슈를 배경으로 기획, 제작하게 됐습니다.
가이드북은 기업지배구조 운용의 원칙 및 프레임워크, 효과적인
이사회의 감독 기능 모델, 리스크 감독 지침,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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