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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성 신임 총괄대표이사 선임…3 월 1 일부터 임기 시작
지난 1 월 24 일, 딜로이트 안진그룹은 사원총회 의결을 통해 홍종성 신임
총괄대표이사(CEO)를 선출했습니다. 홍 신임 총괄대표이사는 국내 빅 4 회계법인
최연소 CEO 로 법인 안팎에서 재무자문본부장으로서 비즈니스 추진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1991 년 입사한 이후 20 여 년간 회계감사 및 M&A 관련
업무를 수행했으며, 2017 년부터는 법인 총괄부대표를 겸임해왔습니다. 임기는
오는 3 월 1 일부터 시작됩니다.

딜로이트 안진, 2019 개정세법해설 세미나 성료
국기·법인·소득·증여세법 등 광범위한 해설…기업 관계자들 뜨거운 반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2 월 14 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50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년 개정 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이 올해로 11 년째
개최해 온 행사로, 권지원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규범 부대표가 ‘2019 세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최재석 상무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을, 신승학 상무가 관세법을, 김희술 상무가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영필 상무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해 기업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2019 더벨 리그테이블 어워즈서 PE Buyer 및 Seller 부문 2 관왕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 월 24 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9 코리아 캐피탈마켓
더벨 리그테이블 어워즈(2019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Table Awards)’에서 Best PE(Private
Equity) Buyer 및 Best PE Seller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은 SK 해운과 BHC M&A 에서의 인수자문사로
활약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이날 시상식에서
재무자문본부 M&A 3 그룹 남상욱 전무(사진 오른쪽에서
2 번째)가 대표로 참석, 수상했습니다. 더벨 리그테이블
어워즈는 한 해 동안 ECM, DCM, M&A 부문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선정, 시상과 함께 그 성과를 공표하는
자리입니다.

딜로이트 안진, 국제조세 최근 이슈 세미나 개최
국제조세 분야 세법 개정 및 외국법인 세무조사 동향·쟁점 설명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지난 12 월 20 일 오후
2 시 여의도 One IFC 빌딩 8 층 대회의실에서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의 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제조세 최근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제조세 분야의 지속적인
세법 개정으로 인한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외국계 법인 세무 서비스 책임자인 스캇
올슨(Scott Oleson)전무의 개회사를 필두로, 김영필 상무가
2018 세법 개정 내용을, 인영수 상무가 BEPS Documentation 규정 도입 이후 이전가격 환경변화를,
김인창 상무가 외투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동향을 맡아 발표해,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AI 활용 부정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협약 체결
금융권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선점 기대
지난 12 월 14 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와 솔리드웨어는 여의도 One IFC 8 층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방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과
솔리드웨어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과거 부정사고에
연루됐던 직원의 특성 및 관련 거래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유사한 거래 패턴을 보이는 직원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론을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공지능이 부정거래 탐지모델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과적으로 부정거래를 탐지 방법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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