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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즉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신임회장으로 쉥커코리아 CEO 디어크 루카트 임명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신임회장으로 쉥커코리아 CEO디어크 루카트를 임명했다. 

독일 출신의 디어크 루카트 회장은 쉥커코리아의 CEO로 재직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ECCK를 대표하고 상의의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루카트 회장은 1986년 세계적인 물류기업인 DB쉥커 독일에서 경력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베트남, 그리고 인도 DB 쉥커에서 다수의 관리직을 맡은 바 있으며 2015년부터 쉥커코리아 

CEO로 서울에 부임하였다. 루카트 회장은 서울로 부임하기 전 일본 쉥커세이노에서 제너럴 

매니저로 활동하였다.  

새롭게 임명된 루카트 신임 회장은 “유럽 기업과 산업계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ECCK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국과 유럽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ECCK 회원사들을 위한 

기업환경 향상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ECCK는 루카트 신임회장과 함께 뵨 하우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새로운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였다.  

ECCK 이사회는 총 9명으로 각 산업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글로벌 전문가들로 성별 및 국적 

등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사진은 상징적인 유럽계 글로벌 기업의 

한국 대표 및 CEO로 구성돼 있다. 현 ECCK 이사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디어크 루카트 쉥커코리아 CEO, 박현남 도이치 은행 서울지점 대표 및 공동 지점장, 옌 뱅가드 

올리콘 발저스 코리아 대표이사, 줄리엔 샘슨 GSK 한국 사장, 질 프로마조 AXA 손해보험 

대표이사, 김동환 핀에어 한국지사장, 남경희 디아지오 코리아 재무 이사, 카이야네스 베그너 

김앤장 외국변호사, 뵨 하우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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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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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끝)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Seoul, Korea – June 30, 2020  
 
ECCK appoints Schenker Korea CEO Dirk Lukat as new chairperson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announced today that the Chamber 
appointed Dirk Lukat, CEO of Schenker Korea, as the new Chairperson of the ECCK.  
 
Chairperson Lukat is a German citizen and has been the CEO of Schenker Korea Ltd in Seoul 
since January 2015. He will represent the ECCK and oversee its operations and activities, 
effective July 1, 2020.  
 
Chairperson Lukat started his career at Schenker & Co. GmbH in Frankfurt in 1986 and held 
a number of management positions at DB Schenker in Singapore, Vietnam, and India. Before 
coming to Korea, he served as General Manager of Schenker-Seino Co., Ltd in Japan. 
  
“ECCK will spare no effort to contribute further to a sustainable and successful future of its 
member companies. As the Chairperson of the ECCK, I am dedicated to serve the Chamber’s 
mission, which is to build value for our members with focus on better representing the business 
community concerns in Korea. ECCK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and collaborate with Korean 
and European authorities to create a better business environment for our members.”, said 
Chairperson Lukat.  
 
ECCK also announced that Bjorn Hauber, Mercedes-Benz Korea’s new incoming CEO, will 
be joining as a new member of the ECCK board of directors.  
 
The ECCK board of directors comprises of nine member which boasts wealth of varied and 
long industry experiences, as well as diversity in nationalities and gender. The complete list of 
the ECCK board are as follows: 
 
Dirk Lukat, CEO of Schenker Korea, Hyun-Nam Park, Managing Director & Co-Branch 
Manager of Deutsche Bank Seoul Branch, Jan Benggard, Managing Director of Oerlikon 
Balzers Korea, Julien Samson, Vice President & General Manager of GSK Pharmaceuticals 
Korea, Gilles Fromageot, President & CEO of AXA Korea, Dong-Hwan Kim, General 
Manager of Finnair Oyj, Elizabeth Kyunghee Nam, Finance Director of Diageo Korea, Kay-
Jannes Wegner, Senior Attorney of Kim & Chang, and Bjorn Hauber, CEO of Mercedes-
Be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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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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