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March 6, 2020)

[MEDIA COVERAGE]

ECCK Survey on the Impact of
COVID-19 on European
Companies in Korea
March 5, 2020

주한유럽상공회의소 (ECCK)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5 층 (04637)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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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시점

즉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유럽기업 대상 코로나 19 사태 영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회원사들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 19 사태 영향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3 월 5 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한국에서 2 만 7 천명 이상을 고용하고 총 매출 규모 190 억 유로(약 25 조원)에 달하는 유럽기업 CEO 들이
참여하였다. 조사의 공평성을 위해 응답자들은 서비스업부터 제조업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종사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설문 기간은 2 월 27 일부터 3 월 4 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번 코로나 19 사태에 의한 피해여부는 각 응답기업들에 따라 다양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전반적으로 유럽기업들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응답자 (82%)는 기업 성과에 ‘중간’
서 ‘높음’ 정도의 타격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2020 년 상반기 영업실적이 감소할 것’ (55%)이라고 예상하였고 ‘연례
성과 목표를 낮출 계획’ (46%) 이라고 답하였다.
유럽기업들이 호소한 제일 심각한 피해 및 애로사항으로는 ‘제품·서비스 수요 감소’ (65%) 및 ‘사업·투자 의사 결정
불확실성 확대’(57%)이 우선 꼽혔으며, 기타 피해로는 ‘직원 출근 불가’, ‘원료공급 및 유통 차질’, ‘인사관리(HR) 비용’ 등이
조사됐다. 그러나 응답자의 대다수가 (83%) 코로나 19 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의 조치가 기업 활동을 늦추거나 방해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아울러, 유럽기업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기업들의 대응방안으로는 ‘해외출장 제한’ (89%), ‘행사취소’ (88%), ‘임직원 재택 근무’ (79%)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기업들은 의료장비 및 성금 기부 등의 형태로 피해극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코로나 19 에 대한 한국 보건 당국의 대응은 매우 상세하고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대한 업데이트를 매일 제공하고 있다.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ECCK 회장은 “ECCK 및 소속 회원사들은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응과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ECCK 는 지난 24 일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지역을 위해 1,000 만원의 긴급성금을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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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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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CK releases survey results on economic impact of COVID-19 on European companies
in Korea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today released details of a survey that measures the
impact of the COVID-19 on its member companies.
European member companies representing over 27,000 employees and a total turnover of EUR 19 billion
(KRW 25 trillion), participated in a flash survey conducted between February 27 and March 4, 2020. The
company profile included various industries, diversely ranging from services to manufacturing to provide an
unbiased viewpoint. The results provide the first look at how the European business community in Korea
have been affected by the novel coronavirus outbreak.
As expected, the results of the survey show that the impact has been critical overall, with every single
respondent experiencing the consequences to varying degrees. As reported in the survey, a near majority
of companies (82%) report medium to high impact on their business performance. Majority of respondents
(55%) forecast a substantial decrease in revenues for the first half of 2020, while nearly half of respondents
(46%) replied that they are planning to lower annual business targets.
Impacts are widely spread across different aspects of a company’s operations.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s faced by ECCK member companies were ‘decreased demand for products/services’ (65%) and
‘uncertainty and inability to make business and investment decisions’ (57%). Other challenges include,
‘Field based associates working from home’, ‘disruption to logistics’, ‘cost of HR compliance’. Yet, the
majority of respondents (83%) replied that measures taken by local authorities did not slow down or hinder
business production.
European companies are actively supporting the Korean government’s efforts and are strictly following
guidelines to contain the spread of COVID-19. Respondents replied that companies are taking measures
such as ‘restriction on international travels’ (89%), ‘cancellation of events’ (88%), and ‘employees to work
from home’ (79%). Support by the companies has been provided in the form of medical equipment and
financial donations.
In light of the evolving COVID-19 epidemic,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extremely prudent in taking
necessary steps for the detection and containment of the virus, as well as maintaining a high degree of
transparency with information disclosure. The government is also providing daily updates on cases and
tracking efforts, with constant engagement with foreign chambers and businesses.
“ECCK truly appreciates and fully supports the actions undertaken by the government and believes that
companies will overcome the difficult times as well.”, said ECCK Chairperson Dimitris Psillakis. On February
24, ECCK made an emergency donation of KRW 10 million to Daegu Branch of Korean Red Cross to help
combat the spread of COVID-19 out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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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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