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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즉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9월 10일 중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오전 간담회를 온라인 화상으로 가졌다. 

 

디어크 루카트 ECCK 회장을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ECCK기업인들은 국내 산업별 

이슈 및 규제환경에 대한 건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좌담을 통해 

기업환경 향상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공유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루카트 회장의 개회사와 조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정책건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되었다. 루카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기업들의 한국시장의 중요성이 지난 1년동안 증가했다,” 

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더 나아가 

변화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서 조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을 공유했으며 시장경쟁 촉진,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권익 보호, 기업집단 

규율 등 공정거래 정책의 4대 분야를 소개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혁신의 성과가 정당하게 배분될 때 

경제주체들의 혁신 의욕이 고취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등에게 성장의 혜택이 

확산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모든 시장활동 참여자들 사이의 더 큰 번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혁신과 포용을 위한 경제 인프라를 조성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  



 

 

   

 

For Immediate Release  

 

Seoul, Korea – September 10, 2021  

 

ECCK Meeting with KFTC Chairperson Joh Sung Wook 

 

On September 10, ECCK hosted a meeting with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Chairperson Joh Sung Wook at Four Seasons Hotel Seoul. The event was held in the 

hybrid format that ECCK members joined online. 

 

During the meeting, European business leaders including ECCK Chairperson Dirk Lukat 

conveyed operational business concerns and recommendations to the KFTC and 

shared opinions on various industrial issues for the advancement of the business 

environment in Korea. 

 

The event opened with welcoming remarks by Chairperson Lukat. "Even during these 

uncertain times,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market for European companies has 

increased considerably over the past year," he remarked. "KFTC has achieved to create 

a foundation for innovative growth and fair economy and we believe the Commission 

will further push these positive efforts and consequential changes and thus revitalize 

the market." 

 

Following the welcoming remarks, the keynote speech was delivered by Chairperson 

Joh on the topic of ‘Fair Trade Policy Direction in 2nd Half of 2021’. In her speech, 

Chairperson Joh shared the four major policy areas to promote market competition, 

ensure a level playing field, protect consumer rights and improve transparency as well 

as governance system. 

 

“When fair competition takes place in the market, the result of the competition are 

fairly distributed and market participants are more encouraged to innovate and the 

benefit of the growth can be spread to SMEs and microbusinesses,” said Chairperson 

Joh. “Eventually, we are going to achieve more prosperity among all the participants in 

the economy.”  

 

 

(En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