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5 층 (04637) 

김정현 과장 (02-6261-2715, jeonghyun.kim@ecck.eu) 2019.11.29 

보도시점 즉시 
 

ECCK 백서 2019발간 기자회견 및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초청 간담회 개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11 월 29 일 중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ECCK 백서 2019 

발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ECCK 는 2019 년도 백서에 포함된 자동차, 헬스케어, 화학, 식품, 보험, 

물류 및 운송 등 총 20 개 산업별 분야의 규제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한국 정부에 제시하는 

180 여개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브뤼셀 유럽연합 본부에서 진행된 EU 

통상담당 위원장 등 고위 관료들 과의 만남에서 논의된 백서 내용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 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를 비롯해 ECCK 산하 산업별 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 위원회 위원장 겸 GSK 한국 사장, 카스텐 퀴메 ECCK 

식품 위원회 위원장 겸 네슬레코리아 대표, 김홍중 ECCK 승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 대외협력부 상무, 막스 버거 ECCK 상용차 위원회 위원장 겸 만트럭버스코리아 

대표이사, 올리비에 깔랑드로 ECCK 보험위원회 부위원장 겸 BNP 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대표이사 사장이 참석하여 주요 통상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유럽업계의 입장을 

밝혔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본 백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는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유럽업계의 소망을 반영한 건의사항들이다. ECCK 는 이러한 권고안이 실행이 

되면 모든 투자자들을 비롯해 한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하며, 

“해당 백서가 한국과 유럽 당국간의 건설적인 소통을 위한 주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자리매김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축사를 통해 ECCK 백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유럽집행위원회는 매년 백서를 발간하는 ECCK 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의 

기업활동 개선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 이후 ECCK 는 같은 장소에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하여 오찬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ECCK 소속 회원기업 대표들과 유럽국 대사관 

관계자 총 50 여명이 참석하였으며, ECCK 백서 2019 를 유명희 본부장에게 전달하였다.  

유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ECCK 가 그간 한-유럽간 정부, 민간의 대표적 소통창구로 기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특히 2015 년 이후 매년 백서를 발간하며 한국의 기업환경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산업부는 ECCK 가 제시한 2018 년 백서 123 건의 이슈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검토결과를 

회신하였으며, 이중 40%를 긍정 검토하였다. ECCK 는 향후에도 외투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의 협력과 소통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산업부 투자정책과장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한 재투자의 FDI 인정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동향 (현재 국회심의중) 등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과 계획을 소개하였으며, 이어서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였다.  

ECCK 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 년에 

설립했다. 현재 36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 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참고> 

- 2015 년 첫 발간 이후 5 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ECCK 백서 2019’ 에서는 한 해 동안 제기된 

산업분야별 규제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건의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해당 백서는 자동차, 주류, 화학, 화장품, 패션 및 유통, 식품, 헬스케어, 보험, 지식재산권, 

주방 및 소형가전, 물류 및 운송, 조선 및 해양, 항공 및 방위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서비스, 

인적자원, 조세, 관광산업 등 총 20 개 산업별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올해 총 

180 여개의 이슈를 제시하였다. 주요이슈 및 권고사항들은 ECCK 소속 회원사의 166 명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거하였고, ECCK 사무국과 협력하여 편집을 진행했다.  

-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2018 년도 ECCK 백서를 통해 한국정부에 전달하였던 

123 개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처로부터 각 이슈 별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에 대한 

서면 회신을 받았다. (2018 년 ECCK 백서: 총 123 개의 건의사항 중 17 개 수용, 9 개 

부분수용, 23 개 기조치, 17 개 장기검토, 57 개 미수용)  

 (끝)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Seoul, Korea – November 29, 2019  
 
ECCK holds White Paper 2019 Press Conference and Roundtable Meeting with Trade 
Minister Yoo Myung-he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released its fifth edition of 'ECCK White 
Paper at the press conference held on November 29 at Four Seasons Hotel Seoul.  
 
The press conference elaborated on the key industry issues and suggestions raised by the 
European business community in Korea across 20 different sectors including Automotive, 
Healthcare, Chemical, Food, Marine & Shipbuilding, etc. in 2019.  
 
The event was attended by Dimitris Psillakis, Chairperson of ECCK and President & CEO of 
Mercedes-Benz Korea, Michael Reiterer, Ambassador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chairpersons of ECCK industry committees including Julien Samson 
ECCK Healthcare Committee and VP & General Manager of GSK Korea, Karsten Kuehme 
ECCK Food Committee and CEO of Nestlé Korea, Andrew Kim ECCK Passenger Vehicles 
Committee and Director of External Affairs of Mercedes-Benz Korea, Max Burger ECCK 
Heavy Duty Commercial Vehicles Committee and President and Managing Director of MAN 
Truck & Bus Korea, and Olivier Calandreau ECCK Insurance Committee and Representative 
Director & CEO of BNP Paribas Cardif General Insurance.  
 
The press conference opened with welcoming remarks by ECCK Chairperson Dimitris 
Psillakis. “The publication echoes the European business community’s desire to support the 
Korean government to develop the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hich will benefit both foreign 
companies and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said Chairperson Psillakis. “We hope that 
the White Paper will serve as a constructive communication tool for both the Korean and 
European authorities in looking for ways to maintain a mutually beneficial strategic relationship. 
The White Paper encapsulates the ECCK’s vision and mission, at the centre of which is 
advocacy”.  
 
Following the opening remarks, Ambassador Michael Reiterer delivered congratulatory 
remarks in which he commented on the importance of the ECCK White Paper. “The European 
Commission values very much the extensive work done by ECCK, which, year-after-year is 
becoming a benchmark of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 Korea.” 
 
After the press conference, ECCK held a luncheon meeting with Yoo Myung-hee, Minister for 
Trade of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With 50 representatives of ECCK 
member companies and European embassies in attendance, ECCK officially delivered the 
‘ECCK White Paper 2019’ to Minister Yoo.  
 
In her speech, Minister Yoo acknowledged and thanked ECCK’s role as a communication 
platform between the Korean and European government as well as for the constructive 
suggestions from the European businesses to further improve the business climate in Korea 
through annual publication of ECCK White Paper.  
 
 



 
 

   

The Chamber has received an official written feedback on 123 recommendations in the ECCK 
White Paper 2018 from MOTIE, where almost 40% of the recommendations were positively 
reviewed and accepted by the government. 
 
At the roundtable meeting, the MOTIE presented various policy measures and plans to 
promote investment attraction,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currently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which aims to recognize the FDI of reinvestment 
using unreserved profit surplus. The presentation was followed by a Q&A session with the 
participants. 
 
ECCK will continue to forge stronger,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government to 
further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foreign invested companies in Korea.  

Established in 2012, ECCK is a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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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he Chamber consists of 360 active member 
companies, representing 50,000 European employees.  
 
<Note> 
 

- First published in 2015, this year’s White Paper is the fifth edition of the publication. 
The White Paper is a collective expression of the views on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by ECCK member companies operating in a wide range of industries, issues 
and recommendations raised over the past year. 
   

- This year’s White Paper contains 180 key industry issues across 20 different sectors, 
including Automotive, Beer, Wine & Spirits, Chemical, Cosmetics, Fashion & Retail, 
Food, Healthcare, Insura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Kitchen & Home 
Appliances, Logistics & Transport, Marine & Shipbuilding, Aerospace & Defense, 
Energy & Environment, Financial Services, Human Resources, Taxation, and Tourism. 
Key issues and recommendations are compiled by 166 industry experts from ECCK 
Committee and Working Groups nominated by the Chamber’s 360 member companies 
and edited by the dedicated staff from ECCK Secretariat.  

 
- In April, ECCK has received an official written feedback from relevant Korean ministries 

on the issues and recommendations from last year’s White Paper (ECCK White Paper 
2018). Out of 123 recommendations in total, 17 were accepted, 9 were partially 
accepted, 23 already implemented, 17 on-going, 57 were not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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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act:  
Jeong Hyun Kim 
Manager of PR & Communications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jeonghyun.kim@ecck.eu, +82 (0)2 6261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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