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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즉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초청 조찬 간담회 개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7 일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초청하여 

중구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다. 금번 간담회에는 ECCK 소속 회원기업과 

유럽국 대사관 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 겸 쉥커코리아 대표를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ECCK기업인들은 국내 산업별 이슈 및 규제환경에 대한 정부 건의사항을 대한상의와 

함께 논의하고, 한국 기업환경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견해 및 협력 방안을 공유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루카트 ECCK회장의 개회사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루카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도전과 위기를 이겨 내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신뢰와 신용을 구축해야 할 것” 라고 전하며, “ECCK와 대한상의 모두 국내 

기업 환경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경제단체로서 앞으로 더욱 굳건한 협력을 통해 제계의 

의견 대변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6월 30일에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녹색 전환 및 디지털 

변환을 중심으로 한 경제회복전략을 위해 양측 모두 긴밀히 협력키로 약속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유럽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많아 질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뉴딜 (New Deal)’ 정책과 같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방안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이할 

도전과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EU 무역 차원의 협력 방안 등을 공유했다.  

“한국과 EU는 재료, 부품, 장비의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밸류 체인(GVC) 의 혼란과 

다각화에 대비해야 하며, 이는 미중 무역 전쟁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주의 및 다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다. 앞으로 한국과 EU 국가들 간의 

협력관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ECCK는 유럽과 한국 간 무역, 상업, 산업적 관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로, 2012 년에 설립했다. 현재 350 여개의 유럽 및 국내외 기업들을 회원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약 5만여명의 유럽기업인을 대표하고 있다.  

 

(끝) 

  



 
 

   

PRESS RELEASE 
 

 

For Immediate Release  
 
Seoul, Korea – July 7, 2020  
 
ECCK holds breakfast meeting with KCCI Vice Chairman Woo Taehee 
 
The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ECCK) hosted a breakfast meeting with Woo 
Taehee, Vice Chairman of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KCCI), on July 7 at 
Lotte Hotel Seoul.  
 
European business leaders including Dirk Lukat, Chairperson of ECCK and CEO of Schenker 
Korea, discussed busines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delivered to the Korean 
government with the KCCI and shared opinions on various industrial issues for the betterme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The event opened with welcoming remarks by ECCK Chairperson Lukat. “In a time of tough 
challenges and risks, both government and business must focus on fulfilling its own 
responsibilities, offering long-term solutions to real problems, building trust and confidence.”, 
said Chairperson Lukat. “As business organizations who share the same vision to further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ECCK and KCCI will continue to work closely 
together to build value for both European and Korean companies with focus on better 
representing the business community concerns in Korea.” 
 
Chairperson Lukat added, “As discussed at the EU-Korea summit held on June 30, there will 
be many new business opportunities for European and Korean companies to work and grow 
together as both sides have determined to further enhance cooperation to restore robust 
economic growth and integrate green, digital economy in the economic recovery strategies.” 
 
Following the welcoming remarks, the keynote speech was delivered by KCCI Vice Chairman 
Woo Taehee in which he shared the details of Korean government’s COVID-19 recovery 
measures including Korea’s ‘New Deal’ pla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o look forward to 
in the post COVID-19 era as well as plans to increase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Korea.  
 
“Korea and the EU should prepare for the disruptions and diversifications of the global value 
chain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materials, parts, equipment. This will prove to be the 
most effective measure against protectionism and other uncertainties in the trade environment 
such as the Sino-American trade war.”, said Vice Chairman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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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 active member 
companies, representing 50,000 European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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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