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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즉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일자리위원회 · 유럽기업 대표들과 정책간담회 개최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MOU 체결, 유럽기업 대표들과 국내 비즈니스 환경 논의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12 월 13 일 오후 3 시 중구 프레스센터 18 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가지고, 일자리 창출 및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ECCK 소속 회원기업 대표 총 13 명이 참석하여 한국 산업별 주요 이슈 및 

규제환경에 대한 건의사항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고, 기업환경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및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총장을 비롯해 도이치뱅크,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 악사 손해보험, 이케아 

코리아, 페르노리카 코리아,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한국머크바이오파마, 쥴릭파마 코리아, 

한국솔베이, 한국바스프, 한화토탈 대표들이 참여하였다. 회원사 대표들은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 · 국장들과 만났다. 

이용섭 부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회장이 인사말씀을 전했다. 실라키스 

회장은 “ECCK 는 한국 정부의 고용시장 및 경쟁력 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며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과 일자리 정책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공정한 경제 사회 구축을 위해 ECCK 와 소속 회원사들은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ECCK 와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MOU 를 체결하고, 한국 

고용시장 활성과 유럽투자기업들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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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K Signs MOU with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 

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and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 
held a roundtable meeting on December 13 at the Press Center in Jungu. 

The roundtable meeting was held to discuss promotion of job cre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and sign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etween the two 
parties on Employment and Investment Promotion. 

Dimitris Psillakis, Chairman of ECCK and President & CEO of Mercedes-Benz Korea, 
Christoph Heider, President of ECCK, with representatives from ECCK member companies 
including, Deutsche Bank, Audi Volkswagen, AXA, IKEA, Pernod Ricard Korea, Robert 
Walters Korea, Merck Korea, Zuellig Pharma Korea, Solvay, BASF, and Hanwha Total 
attended the roundtable meeting.  

The European business leaders met with Lee Yong-sup, Vice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 as well as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OE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and Ministry of Environment (ME). 

In his welcoming remarks, the ECCK Chairman Psillakis expressed his gratitude towards the 
Vice Chairman Lee for hosting the special roundtable meeting. Chairman Psillakis stated 
“ECCK and its member companies are open to cooperation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enhance the labor market and economic situation in Korea”. “The European business 
community looks forward to support President Moon’s effort to craft innovation-led growth 
strategy and promotion of job creation.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deliver meaningful benefits 
for both European companies and the Korean society.”, he added.  

Following the opening remarks, the ECCK and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 signed the 
MOU on Employment and Investment Promotion, which defines the frame for future 
cooperation on creating quality jobs and promoting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of European 
businesses in Korea. 

(ENDS) 

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is an association of European companies doing 
business in Korea. Representing the common voice of the European business community, the ECCK 
provides its members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ccess pertaining to the business and 
regulatory environment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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