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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포춘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 에 선정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지는 지난 21 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
업(Change the World)’ 리스트에서 딜로이트가 57 개 조사대상 기업 중
51 위에 랭크 됐다고 밝혔습니다. 포춘은 사회적 영향도, 비즈니스 결과, 혁
신 정도, 기업 통합 등 여러 평가기준으로 사회적 이익 환원을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전략으로 삼는 기업들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는 전 세계 각지에 있는 6 개의 딜로이트 대학교(Deloitte
University)에서 매해 6 만 5 천 명에 달하는 직업 교육으로 신규 고용을 지
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40 만 시간 이상의 기술 개발 및 교육을 포함해 6
천 9 백만 달러(한화 약 773 억 원)의 투자가 이뤄져 타기업 일자리 창출에
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업’ 은 4 차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을 적용하면서 고객, 개인 및 사회에 사회적인 이익
을 환원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을 의미하며, 올해는 인도의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1 위)를
비롯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그룹인 알리바바(5 위), 인텔(15 위), 마이크로소프트(39 위) 등 글로벌 기업들
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한여름의 채용전쟁, 캠퍼스 법인 설명회 현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7 월 2 일부터 2018 년 신입 회계사 모집을 위한 대학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한양대를 필두로 딜로이트 리크루터들은 성균관대,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 캠퍼스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정희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과 리크루터들이 캠퍼스를 찾아 신입
회계사들의 관심사인 글로벌 No.1 딜로이트의
강점, 수준 높은 직원 복지정책,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 및 우수 성과자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 해외
파견근무를 통한 인재 양성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솔직 담백한 질의 및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300 명의 신입회계사를 채용할 계획으로, 최종
합격한 신입 회계사들은 오는 9 월 17 일부터
근무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 블록체인 축제,
‘Korea Blockchain Week Summit 2018’ after party 후원

딜로이트는 지난 7 월 18 일 저녁 서울의 핫 플레이스인 ‘쿤스트할레’에서 열린 ‘Beyond Blocks Summit
Seoul’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Beyond Blocks Summit Seoul’은 ‘Korea Blockchain Week
Summit 2018’ 컨퍼런스의 공식 애프터 파티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및
투자자, 언론인, 콘퍼런스에 유료로 참가했던 일반인 300 여 명이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은 국∙내외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및 자문
서비스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업계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글로벌 세무전문가 스캇 올슨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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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serve)의 세무담당 부사장 출신인 국제조세전문가 스캇 올슨(Scott G.
Oleson. 사진)을 전무를 영입했습니다.
올슨 전무는 한국어가 유창할 정도로 한국 사정에 밝으며, 딜로이트, 플로우서브에서
S&P 500 다국적 대기업을 고객으로 국제조세 자문은 물론 글로벌기업의 세무담당
임원으로 글로벌 이전가격 프로젝트, 글로벌 M&A 관련 세무 문제를 총괄한,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입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이번 올슨 전무의
영입과 함께 국내외 글로벌 기업에 대한 국제조세 자문 및 조세분쟁 대응, M&A 세무
서비스 제공에 있어 시장 내 리더로 가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올슨 전무는 미국 유타주 소재 브리검영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회계학 학사 및
석사(세무 전문) 학위를 취득했으며 2003 년 미국회계사(유타주) 시험에 최고점으로 합격한 바 있습니다.
이후 25 여년 간 딜로이트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오피스, 텍사스주 댈러스 오피스, 플로우서브에서 글로벌
세무전문가로 이력을 쌓았고, 2000 년대 초반 딜로이트 안진에서 4 년간 파견 근무한 후 14 년 만에 한국으로
주 활동 무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실무 교육부터 열띤 조별 과제 발표까지, 2018 SIP 실시
딜로이트 안진그룹은 지난 7 월 9 일부터 8 월 3 일까지 4 주간 ‘2018 Summer Internship Program(이하
SIP)’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SIP 에 참가한 34 명의 인턴들은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컨설팅 등 실무
경험을 비롯해 인재부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안전운전 캠페인을
위한 스티커 제작, 무연고 영유아를 위한 모빌 제작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의식과
소양 함양과 함께 SIP 기간 중에 진행됐던 조별 과제를 통해 리더십, 팀워크를 배울 수 있은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9 월, 딜로이트 글로벌 새로운 광고 캠페인 론칭

딜로이트 글로벌은 다음달 9 월 새로운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론칭합니다. 이번 광고캠페인은 ‘Make your
impact’ 란 테마로 딜로이트의 창의적이고 통일된 메시지를 비즈니스 리더, 전문가, 고객께 딜로이트의 ‘One
voice’ 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혁신적인 비주얼과 메시지로 구성된 광고는 현재 세계가 직면한 복잡한 변화와
경쟁 속에서 딜로이트가 전하려는 메시지를 비롯해 딜로이트의 ‘Purpose-to make an impact that
matters’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AI, Blockchain, Digital Transformation 등의 테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딜로이트는 다양한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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