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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s taking 
you to new heights 



풍부한 경험의 Business Process 및 IT 전문가 그룹 

딜로이트 내부감사 서비스팀은 Business Process 및 IT 시스템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년간의 내부통제, 내부감사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전문 서비스 팀을 구성해 각 전문가들이 기업에 맞는 완성도 높은 

전략과 실행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에 기반한  딜로이트의 

내부감사 서비스는 고객에게 새로운 시각과 향상된 비즈니스 퍼포먼스, 강화된 경쟁력,  

증대된 효율성을 제공하는 데 이어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딜로이트는 전문성과 선진 기법을 통해 내부감사의 Value 창출을 지원 합니다. 

New Trend Technology의 활용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어 의사결정에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현대기업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중의 하나이며, 

내부감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딜로이트는 다양한 산업분야(금융, 통신, 유통, 제조, 공공 통신 등)에서의 Data Analytics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부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부감사가 실질적인 가치(Value)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Global Network 활용 

전 세계 150여 개의 국가에 회원사를 확보하고 있는 딜로이트  투쉬 토마츠는 명실공히 최고의 

인재가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그룹으로, 현재 200,000여 명의  전문인력들은 각자가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 지식을 공유하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Deloitte 

Global의 선진 내부감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며, 해외 자회사 내 업무 수행 시 Global 

network 활용을 통해 Local practice 및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내부감사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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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보고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재구축 서비스 (2013년 COSO Framework 개정 반영) 

• US-SOX 및 내부회계 평가 업무 아웃소싱 

• 내부통제 기반의 경영진단 서비스 

내부감사 품질평가 및 전략수립 

CxO 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Data Analytics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 수립 

• User-Customizing 가능 모니터링 구현 

• 모니터링 Rule 정의 및 이상항목 추출 자동화 
구현 

내부통제 진단 및 내부통제체계 구축 

• 국내외 자회사 내부감사 

• 자회사 관리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 자회사 관리를 위한 업무기준서 수립 지원 

 

 

내부감사는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프로세스가 효과적인지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합니다. 내부감사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전통적인 내부감사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딜로이트는 선진화된 방법론을 통하여 계획 수립과 실행, 보고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내부감사가 조직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Outsourcing: 내부감사 프로세스(계획, 실행, 보고), 
내부감사의 범위(업무프로세스 또는 지역, 사업부 등) 중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감사수행 

• Co-sourcing: 특정 분야의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 IT 감사, 
데이터분석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회사의 내부감사팀과 
공동 감사 수행 

내부감사 업무대행 

(해외) 자회사 내부감사 및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부정감사 및 부정위험 관리 컨설팅 

• 부정 리스크 진단 및 대응체계 수립 

• Forensic 기법 활용 및 법률전문가 협업을 통한 부정조사  

• 부정조사 사후 개선방안 수립 지원 

• Global 기업 내부감사와의 Bench mark 

• 내부감사업무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 내부감사업무 중장기 전략 수립 

Internal Audit Services 



Imagine what  
you could do  
with the right  
partnership. 
Then make it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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