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How will your ideas 
make the world work 
better?

Introduce of EY한영



세계 최고 컨설팅/회계

전문서비스 제공 법인
$31.4bn
2017 글로벌수익

250,000+
2017 EY 임직원

150+
전세계적으로 EY가
활동하고있는국가

3,400억
2017 EY한영매출

2,400+
EY한영전문가

우리의 성공은단순한 회계적 숫자가아닌

우리의 사람과그 사람들에대한 우리의투자에

달려있습니다. 이것이우리가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양질의 서비스를제공할 수있는 이유입니다.

마크웨인버그, EY Global CEO & 회장



One Organization

150+      Countries

780 Offices

250,000 EY People

Japan
► 7,720 people

Americas
►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베네수엘라, 칠레,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페루 등 총 32개국

► 69,718 people

Asia-Pacific
►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중국 등 총 22개국

► 40,491 people

► 한국 2,400+ 명

EMEIA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위스, 인도, 이라크, 터키, 
파키스탄, 리비아, 가나,  케냐 등
총 98개국

► 112,871 people

EY Global 
Network



EY Services
서비스라인

감사본부

Assurance

세무본부

Tax

재무자문본부

TAS

컨설팅본부

Advisory

금융자문본부

FSO

회계감사·검토

결산 업무 개선 자문

원가 관리 자문

회계자문 및 국제회계기준
전환

내부회계 관리제도 자문

국내외 유가증권 상장

지배구조 개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Forensics

일반 세무자문

세무신고 및 보고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국제조세

이전가격

사업구조개편 관련 세무
서비스

인적자원 관련 서비스

금융세무 서비스

기업 인수합병

회계·세무·재무 및 사업
실사

가치평가 및 사업모델구축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관련 서비스

기업 인수 후 자문

Performance Improvement

Risk

People Advisory Service

금융기관 대상 감사 및
인증 서비스

금융기관 대상 세무 서비스

금융기관 대상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Risk Management

Actuarial Services

CRS Consulting



Why EY?

The 
Fastest 
Growing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회사

Value 
Winning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

The 
Most 
Attractive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



The 
Fastest 
Growing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회사

15% 
Big 4 중유일하게
최근 3년간두자릿수
성장률달성

3,400억

달성



Value 
Winning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회사

금융권 차세대 프로젝트
(PMO) 시장 석권

우리은행, 산업은행, IBK

사이버 시큐리티 시장 석권

핀테크 등 디지털 마켓
시장 리더십 확보

K뱅크,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삼성전자, LG전자, LG U+

IFRS 4 & 9 시장에서의
선전

BEPS & GCR 시장 선도

삼성그룹, 한화그룹, LS그룹, 
GS그룹 등

신한, 우리, KB, IBK, 한화

M&A 리그테이블 재무
및 회계자문 1위

Top 200 기업 감사시장
점유율 2위 달성

현대증권, 현대시멘트, 등
BEPS

BPR(원샷법) 시장 선도

한화, OCI, STX조선해양

IFRS
4&9

#1



The 
Most 
Attractive
가장 다니고 싶은 회사

유니버섬조사대학생이
가장선호하는전문서비스

법인순위 1위

FORTUNE 조사
일하기 좋은 100대기업 18년
연속 선정 (Global)

18 years

Jobplanet & 
FORTUNE 조사
일하기 좋은 중견기업 9위,
회계법인 1위 (Korea)

1 st
Rank

2018 대한민국일하기좋은
100대기업대상선정

Best Companies 
To Work For

Korea 2018



여성 비율 Big4 1위

다양성&포용성을 선도하는 전문 서비스 기업 1위

D&I Week Event
– Panel talk with Young Female Professionals

- 심리특강; 스트레스 조절, 대화의 기술

전문 서비스 기업 육아휴직 사용률 1위

Family Day every month (오후 3시 퇴근)

임직원 Family Day Event (연말 가족초청행사)

Diversity & 
Inclusiveness 
Cul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