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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 성료 

국기·법인·소득·증여세법 등 해설…기업 관계자들 뜨거운 반응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는 지난 2월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콘퍼런스룸에서 기업 세무·재무 담당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개정세법 해설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올해 11년째로, 권지원 

세무자문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규범 파트너가 ‘2019 

세제 운용 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최재석 디렉터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을, 신승학 

디렉터가 관세법을, 김희술 디렉터가 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영필 파트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발표해 기업 실무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 SKC 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지원 업무 협약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대 목표 

 

지난 2월 20일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은 SKC와 광화문에 위치한 SKC 본사에서 스타트업∙벤처 및 

중소기업 사업 실행력 강화 목적으로 ‘신소재 기술 기반 오픈 플랫폼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신소재 기술기반 오픈 플랫폼’은 벤처∙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국내 소재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딜로이트 스타트업 자문그룹은 2017년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OSP)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8개 기관과 함께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스타트업 

자문그룹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 취약한 회계 및 세무 관련 경영자문을 제공합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살려 투자 전문기관 연계 투자 지원을 검토하고 소재 산업의 글로벌 유망 트렌트 등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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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제약산업 해외진출 및 투자 세미나’ 개최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 연사로 대거 참여⋯차세대 제약·바이오산업 기회 모색의 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4월 9일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국내 제약 및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제약산업 해외 진출 및 투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차세대 제약·바이오산업의 기회’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생명과학·헬스케어 부문이 주최하는 첫 번째 국제 

세미나로, 딜로이트 미국과 일본 등 생명과학과 헬스케어 

산업에서 명성을 쌓아온 딜로이트 글로벌 리더들이 연사로 

나섰습니다. 27년 이상 M&A 자문 업무를 수행한 필 프랑(Phil 

Pfrang) 딜로이트 생명과학·헬스케어 글로벌 리더, 카즈 고(Kaz 

Go) 딜로이트 일본 헬스케어 산업 M&A 전문 리더, 헬스케어 산업의 신기술, 사업모델 규제,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을 20년 이상 주도해온 아밋 아가왈(Amit Agarwal) 딜로이트 미국 생명과학 

전략 컨설팅 리더가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시장의 M&A 사례를 통한 글로벌 트렌드 및 전망, 해외 진출 전략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 대한 심도 깊은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리스크자문본부,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준비 라운드테이블’ 개최 

기업공시 담당자 대상 대응전략 제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는 지난 3월 

26일 One IFC 빌딩 8층 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기업 공시(IR)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준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개정으로, 2019년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지배구조 핵심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에 딜로이트 

안진은 오는 5월 의무적으로 공시돼야 할 기업의 당면 과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제시한 기업지배구조 10대 

핵심 원칙을 중심으로 공시 담당자의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글로벌 선진기업 공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적용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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