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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그룹, Can Talk Meeting 개최
딜로이트 안진그룹은 지난 4 월 12 일 오후 5 시부터 8 층 대회의실에서 전임직원들이 함께하는 Can talk
meeting 을 가졌습니다. 이번 Can Talk Meeting 은 딜로이트 안진그룹의 창립기념일을 자축함과 동시에
10 년 및 20 년 장기근속자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1 부 시상식에 이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된
2 부에서는 임직원들간의 본격적인 열린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치맥과 다양한 핑거푸드를 나누며
중간중간 진행된 Lucky Draw 가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그룹은 향후에도
다양한 형태의 열린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딜로이트 안진그룹, 2018 신규 브로슈어 배포
딜로이트 안진그룹은 지난 3 월, 2018 년판 법인 소개 브로슈어
국∙영문판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딜로이트의 새로운 BI(Brand Identity)를 반영하고 현재의 정비된
조직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된 2018 년 개정판에는 각 사업본부별
강점(No.1) 및 중점 추진 서비스를 비롯해 미래성장동력 서비스,
딜로이트 인재상(Talent), 딜로이트 전문가 윤리수칙, 사회적책임경영의
일환인 CSR 활동 등 새로운 콘텐츠가 다각도로 소개돼 있습니다.
개정판 브로슈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Brand &
Communications 팀(cokr@deloitte.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Deloitte Korea Review 발간 및 제호변경 안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산업 이슈와 트렌드,
경영지식 제공을 위해 Deloitte Anjin Review 를 발간해 왔습니다.
2014 년 4 월에 창간된 Deloitte Anjin Review 는 10 호 발간에
즈음하여 당면하고 있는 이슈와 과제에 집중하고 보다 심층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Deloitte Korea Review 로 제호를
변경하고, 더욱 내실 있는 내용으로 고객을 만납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8 년 기술, 미디어, 통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망과 함께
‘스마트폰의 보이지 않는 혁신과 변화’, ‘인공지능 핵심요소인 머신러닝의
경이적인 발전’ 등을 다룹니다. 또한, 올해 주목해야 할 ‘한국 유통산업
트렌드와 대응방안’, 남북과 북미 사이에 감도는 긴장완화 분위기 속에
‘통일을 위한 암호화폐’라는 주제의 리포트도 읽을거리입니다.
Deloitte Korea Review 10 호는 딜로이트 코리아
홈페이지(www.deloitte.co.kr)와 인터넷 서점(Yes24,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리디북스 등)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일의 미래’ 출간
딜로이트 컨설팅은 지난 2 월 27 일, 제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사회를
예견한 ‘경계의 종말’, ‘격변의 패턴’에 이어 디지털 격변시대의 일과 조직의
미래 변화에 대한 전망을 담은 ‘일의 미래’를 출간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미래사회의 일과 일터도 격변을 겪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전망이 우세한 시점에서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은 ‘일의 미래’를
통해 단순한 예측을 넘어 전략, 운영, 인사조직,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급속도로 변모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들이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산업군을 고려한 종합적 대응전략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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