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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월 22 일, 제 5 회 딜로이트-CEO 스코어 정책포럼 성료 

한국-일본 기업들의 직면한 과제와 혁신전략 등 공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CEO 스코어는 지난 10 월 

22 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 3 층 그랜드볼룸에서 

‘제 5 회 딜로이트-CEO 스코어 정책포럼’ 을 

개최했습니다.    

 

딜로이트-CEO 스코어 정책포럼은 사회경제적 주요 

이슈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과 경제 주체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최대 관심사이면서 핵심과제로 

부상한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신(新)성장동력’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포럼은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총괄대표이사 개회사로 막을 열었으며, 정성일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가 ‘왜 

사회적 가치인가?’라는 주제로 첫 강연을 진행한 후 조남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사회적가치전략센터 

리더의 ‘사회적 가치를 통한 건강한 기업의 조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딜로이트 전문가들의 강연 모습. (왼쪽부터) 정성일 딜로이트 컨설팅 대표, 조남진 딜로이트 안진 사회적가치전략센터 

리더, 후지 다케시 일본 딜로이트 컨설팅 전략∙이노베이션 리더, 배정희 딜로이트 컨설팅 전무. 

 

 

http://www2.deloitte.com/kr.html


 

박석범 유엔 글로벌 컴팩트 사무총장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과 기업의 사회적 

가치’ 발표에 이어, ‘Social Impact through CSV’라는 주제로 후지 다케시 딜로이트 일본 컨설팅 

전략∙이노베이션 리더가 ‘Challenge of Corporate Japan’라는 주제로 일본 기업들의 현 상황과 

혁신전략을 발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딜로이트 전문가 중에는 마지막으로 연사로 나선 배정희 딜로이트 컨설팅 전무는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 

기업으로의 변화를 위한 한국 기업의 도전(Challenge of Corporate Korea)’ 발표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근 CEO 스코어 대표의 ‘기업의 

사회적 가치 현황과 경영 성과 상관성’ 이라는 주제 발표로 포럼이 마무리됐습니다.  

 

230 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건강한 성장을 모색하고 비즈니스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포럼 발표 주제 및 다양한 문의는 아래 소개해 드리는 딜로이트 전문가들을 contact 하시면 됩니다. 

포럼 발표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포럼 발표자료 다운로드 (Click)> 

 

 

정성일 대표이사 / 딜로이트 컨설팅  

(현) 딜로이트 첨단산업∙미디어∙통신 산업 리더 

02-6676-3668 / sungchung@deloitte.com 

 

발표 주제: 왜 사회적 가치인가? 

 

배정희 전무 / 딜로이트 컨설팅 전략컨설팅 그룹 리더 

 

02-6676-3604 / junbae@deloitte.com 

발표 주제: 사회적 가치 창출 선도 기업으로의 변화를 위한 한국 기업의 

도전(Challenge of Corporate Korea) 

 

Takeshi Fujii / 딜로이트 일본 컨설팅 전략∙이노베이션 리더 

일본 다국적 기업의 CSV 및 혁신 전략 컨설팅 전문가 

+81-8043677955 / tfujii@tohmatsu.co.jp 

발표 주제: Challenge of Corporate Japan 

 

조남진 전무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사회적가치전략센터(CSII) 리더 

(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isk Advisory 본부장 

02-6676-1997 / namcho@deloitte.com 

발표 주제: 사회적 가치를 통한 건강한 기업의 성공조건 

 

 

딜로이트,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주최 

  
블록체인 정책과 규제, 가상화폐(암호화폐) 산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글로벌 콘퍼런스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

(2018 KOREA BLOCKCHAIN EXPO)’가 10 월 23 일, 24 일 

양일간 서대문구 그랜드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블록체인: 이상에서 현실로(Blockchain: From Ideal to 

Reality)’란 주제로 개최되는 엑스포는 딜로이트와 한경닷컴이 

주최하고 해시드, GBIC, 일본의 게임제작사 아소비모가 주관하

며 서울시, 한국블록체인협회 등이 후원한 엑스포입니다. 

 

이정희 딜로이트 코리아 대표는 ‘2018 코리아 블록체인 엑스포’에서 진행한 개회사에서 미래지향적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 이신혜 GBIC 한국대표, 콘도 카츠노리 아소비모 대표 등 40 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국내 대기업과 해외 유명 블록체인 프로젝트·캐피털 등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100 곳 이상, 3000 명 이상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https://myresources.deloitte.com/:b:/r/personal/keupark_deloitte_com/Documents/34%ED%98%B8%20%EB%94%9C%EB%A1%9C%EC%9D%B4%ED%8A%B8%20%EB%89%B4%EC%8A%A4%EB%A0%88%ED%84%B0/%EC%A0%9C5%ED%9A%8C%20%EB%94%9C%EB%A1%9C%EC%9D%B4%ED%8A%B8-CEO%EC%8A%A4%EC%BD%94%EC%96%B4%20%EC%A0%95%EC%B1%85%ED%8F%AC%EB%9F%BC%20%EB%B0%9C%ED%91%9C%EC%9E%90%EB%A3%8C%EC%A7%91.pdf?csf=1&e=8FqV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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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특별공로상 수상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왼쪽)와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가운데),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오른쪽)가 한국세무학회 특별공로상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는 한국세무학회가 서울시립대학교 100 주년 기념관에서 지난 10 월 

13 일 개최한 ‘창립 30 주년 기념 추계학술발표대회’에서 특별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창립 30 주년을 맞이한 한국세무학회는 이날 행사에서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동수 법

무법인 율촌 대표 변호사, 안만식 이현세무법인 대표 등 3 명에 대해 세무학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해 특별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딜로이트, 일본 도쿄서 초대형 재팬 서밋 개최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리더 김유석 상무)은 지난 9 월 

11 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18 재팬 이노베이션 서밋(이하 

재팬서밋)’에 참여했습니다. 2018 재팬 서밋은 전 세계 2000 

여 투자사를 비롯해 300 여 개 스타트업 기업이 참여하는 글로

벌 행사입니다. 

 

이번 재팬 서밋은 전 세계적으로 필요성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

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가속화 및 스타트업과 대기업의 상생, 

건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 핀테크(fintech), 인공지능(AI), 로봇 등 총 10 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각 국가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로 제작된 제품과 서비스를 전 세계 투자자들과 대기업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

그룹과 딜로이트 일본 토마츠 벤처 서포트는 스타트업 실사,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등 엄격한 과정을 거처 국내 스타트업 10 개사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딜로이트는 스타트업과 투자사(대기업, VC 등)

간의 직접적인 네트워킹과 1:1 파워 매칭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재팬 서밋은 2011 년부터 딜로이트 토마츠 벤처 서포트가 주최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한국을 포함 총 10 개국의 딜로이트 회원사가 후원

하면서 이제는 아시아 최대 이노베이션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해외 파견 임직원 무료 세무상담 진행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9 월 13 일, 14 일 양일간 서울 여의도 One IFC 빌딩 8 층 대회의실에서 국

내 기업의 해외파견 임직원 또는 외국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세무와 이민 이슈에 대한 무료 1 대 1 상담 서비

스를 진행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당

면한 세무 이슈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

고, 기업 실무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고민을 풀어주고자 이번 무료 세

무 상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해외 임직원 파견 세무 클리닉’에는 30 개 기업 40 여 명의 기업 실

무자들이 참여했으며, 딜로이트 안진 전문가들은 참여자들에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좋은 반응을 얻었습

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2018 Global Impact Report’ 발표 

총매출 432 억 달러로 글로벌 빅 4 리더로서의 위상 과시 

 

딜로이트 글로벌이 지난 9 월 18 일(미국시각) 2018 Global Impact Report 를 발표했습니다.  

 

딜로이트 글로벌은 2018 회계연도 내 26%의 비약적인 매출 성장률을 기록, 총매출 432 억 달러(한화 약 

48 조 5,654 억 원)를 발표하며 명실공히 글로벌 Big4 의 리더로서의 위상을 과시했습니다.  

 

이번 리포트에는 딜로이트 전문가들이 대외적으로 남긴 임팩트(societal impact)의 세부사항들도 포함돼 있

는데, 지난 회계연도 동안 딜로이트는 2 억 1,700 만 달러에 이르는 사회적 투자를 단행했으며, 그 중 전문가

들이 프로보노(pro bono) 등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시간을 금전 가치로 환산하면 1 억 3,900 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닛 렌젠(Punit Rejen) 딜로이트 글로벌 CEO 는 “최근 딜로이트는 <포춘>지가 선정한 ‘Change the 

World’에 선정되고, 딜로이트 사상 최초의 글로벌 광고 캠페인을 론칭하는 등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와

중에 글로벌 빅 4 중 No.1 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알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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