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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글로벌 No.1 마인드 갖춘 신입회계사 채용 나선다 

글로벌 No.1 펌·업계 최고 수준 보상 카드로 적극 어필…여성회계사 30% 채용 등 인재 다양성 제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글로벌 No.1’ 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2019년 신입회계사 정기채용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2019 년 정기채용은 6 월부터 9 월까지 약 4 개월간 진행되며, 딜로이트 안진은 

인재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회계법인이 되도록 다방면에서 새로운 전략과 콘텐츠로 예비 신입회계사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딜로이트 안진은 정기채용에서 예비 신입회계사들에게 ‘글로벌 No.1, 다양성 존중,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인의 성장전략∙조직문화를 적극 어필했습니다. 또한 유능한 여성인재 육성을 위해 

전체 합격자 중 30% 이상을 여성 회계사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서 접수는 8월 31일까지 마감하며, 최종 

합격한 신입회계사들은 9월 16일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딜로이트, 기업 가치경영 전략 수립 위한 ‘소셜 임팩트 라운드테이블’ 개최 

미국 SPI 전문가 방문, 코카콜라∙내츄라 등 사례 공유…사회적 가치평가 방법론 제시 

 

딜로이트 사회적가치전략센터(CSII; Center for Social 

Impact & Innovation)는 7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국내 주요 기업의 글로벌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CSV(공유가치창출) 및 지속가능경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소셜 임팩트 라운드테이블(Social Impact Roundtable)’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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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째를 맞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국내 기업들이 범세계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가치경영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습니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미국 NPO기관인 

사회발전조사기구(Social Progress Imperative)의 페트라 크리로바(Petra Krylova) 디렉터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페트라 디렉터는 코카콜라와 내츄라(Natura)가 사회발전지수를 이용해 아마존 지역의 사회적 발전 

수준을 진단하고 물 위생 및 교육사업에 투자해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이끌어낸 프로젝트를 설명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딜로이트 사회적가치전략센터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통한 CSR∙CSV 사업 

모델링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성과 측정, 평가 및 관리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정부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긍정적인 소셜 임팩트 창출 방향성 등을 공유했습니다.  

 

딜로이트는 국내 빅 4 회계법인 중 최초로 사회적가치전략센터를 출범시키고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공유가치창출(CSV)∙사회적 가치경영전략(SV) 연구 및 컨설팅과 세미나∙컨퍼런스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발전조사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책연구 

및 민간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평가 및 측정 기반의 전략 방향성 수립에 대한 자문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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