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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딜로이트 그룹, 임원 승진 인사 

‘혁신과 성장경영’ 체제 구축 

 

지난 6 월 13 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포함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정기 임원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임원 인사는 젊은 리더 풀(pool) 확대, 외부 영입 인재들에 대한 파격적 승진은 물론, 여성임원 3명도 

포함돼 그 어느 해보다 더욱 ‘혁신적∙성장지향형’ 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파트너 19명, 프린시플 8명, 딜로이트 컨설팅은 파트너 1 명, 딜로이트 

관세법인은 파트너 1명으로 총 29 명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딜로이트 안진·딜로이트 컨설팅, 리더십 인사 단행 

길기완·오성훈 신임 본부장, 송수영 대표 선임 

 

지난 6월 1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 

컨설팅은 리더십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2020 회계연도를 맞아 산업과 프로페셔널 서비스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리더를 선임함으로써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재무자문본부장에 길기완 

파트너, 고객산업본부장에 오성훈 파트너를 선임했으며, 딜로이트 컨설팅은 송수영 전 딜로이트 컨설팅 재팬 

최고경영자(CEO)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한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본부장, 

세무자문본부장, 리스크자문본부장, 위험관리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은 유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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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서비스 그룹(JSG), 일본계 기업 대상 맞춤형 세미나 개최  

2019 년 개정외부감사법·세무 이슈 분석…심도 깊은 정보 일본어로 전달해 큰 관심 

 

지난 5월 14일 딜로이트 안진 세무자문본부는 8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계 기업 세무 및 재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9 개정 외부감사법 및 세무이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지정된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등 한국 

제도 변화의 선제적 파악과 지속적인 세법 개정으로 인한 

일본계 기업들의 조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부분 일본인 주재원이 CFO를 역임하고 있는 

일본계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모든 강의는 일본어로 

진행됐습니다.  

세미나는 딜로이트 안진 일본 서비스 그룹(Japanese Services Group·JSG) 리더인 서정욱 파트너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순호 매니저가 개정외부감사법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 뒤를 이어 

김명규 파트너가 2019 세법 개정 내용 중 일본계 기업들에게 중요한 개정사항과 고정 사업장 이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이성재 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과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협약  

글로벌 핀테크 기업 성장 동력 발굴…해외 진출 교두보 역할 기대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는 지난 5월 23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메인 이벤트관에서 금감원과 국내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소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과 동시에 진행된 국내 핀테크 기업과 국내외 핀테크 

전문가들이 참여한 ‘Korea Fintech Week 2019’에서 딜로이트 

안진 스타트업 자문그룹이 ‘해외진출의 기회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그 외 해외 금융당국, 해외 핀테크 랩 운영 

금융회사, 글로벌 컨설팅사, 해외 유명 핀테크 기업 등이 해외 진출 전략 및 현지화 노하우 등을 

발표했습니다. 

 

 

사모펀드 대상 M&A 전략 세미나 개최 

국내 M&A 시장 사모펀드 거래 비중 50% 돌파 

 

딜로이트 안진 재무자문본부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사모펀드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치창출의 기회(Opportunities for Value Creation)’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딜로이트 안진의 M&A 및 세무 전문가와 올해 새로 

신설된 VCS(Value Creation Services, 기업가치 창출 

서비스)그룹의 기업가치 창출 서비스 전문가들이 M&A 시장 

트렌드와 전망을 제시하고, 운영혁신, 원가 효율화 및 수익성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인수 후 통합 

(PMI: post-merger integration) 솔루션 등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딜로이트 안진 VCS 

그룹은 사모펀드의 투자 회수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모펀드의 성공적인 투자수익 실현을 위해 기업 



실사부터 자금 회수까지 전체 투자 단계별 최적의 기업 가치 창출 자문을 수행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19 임팩트 데이’ 실시 

전문가 600여 명 참여 10개 활동 펼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을 포함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6월 

5일 ‘2019 딜로이트 임팩트 데이(2019 IMPACT Day)’를 

실시했습니다. 딜로이트 임팩트 데이는 전문가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취지 아래 전 세계 딜로이트 회원사가 참여하는 

연례행사로 올해 열 번째 참가하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600여 명에 이르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10개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소속 장애인 탁구선수들과 임직원이 함께 하는 ‘As One 

탁구교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촉각도서 키트’ 제작, 저개발국 

아동들에게 전달할 ‘책가방 색칠하기’, 장애인들의 일터를 응원하기 

위한 딜로이트를 상징하는 ‘그린 닷 쿠키’를 나누는 활동,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헌혈’ 등으로 지역 사회 전반에 ‘딜로이트가 만드는 

긍정의 임팩트’를 널리 전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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