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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 소개

연간 행사 안내

홍보 서비스 안내

비즈니스 서비스 안내

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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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상공회의소
소개



한불상공회의소(FKCCI)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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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Chambers in

420 개회원사

33,000명의팔로워

30 건의연간행사

500 건의연간
비즈니스서비스

전세계

3.3만
개회원사

96개국
진출

256개
상공회의소

세가지경영이념을위해

1986년에설립된
비영리단체

프랑스와한국간
경제관계가시성

증진 한국과프랑스
상호교역과투자

증진

강력한
한불비즈니스
관계구축

전세계 126개의프랑스상공회의소와
130개의국내·해외상공회의소와의

폭넓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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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2%

9%

20%

8%

7%

6%

6%

후원회원

기업회원

기업가회원

신규사업자회원

개인회원

기관회원

명예회원

해외회원

420 개의 회원사

2021년 한불상공회의소 회원사

다양한 비즈니스활동분야

속한국-프랑스기업국제사회

다양한 규모의회원사보유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스타트업, 중소 및 중견기업 유입 증가

폭넓은주체가포함된 네트워크

기업, 정부기관, 협회등다양한비즈니스



후원 회원 (Patron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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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불상공회의소 전체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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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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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대표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회장 / 디피제이파트너즈 (DPJ & Partners) 회장

이 준
부회장 겸 명예회장 / 김앤장

(Kim & Chang) 외국법 변호사

빈센트 르레이
부회장 / 아코르 앰배서더 코리아

(Accor Ambassador Korea) 운영총괄 부사장

다니엘 메이란
부회장 / 부루벨 코리아
(Bluebell Korea) 사장

올리비에 무루
부회장 / 아지앙스 코리아

(Asiance Korea) 대표

필립 누와로
부회장 / BNP 파리바은행

(BNP Paribas) 서울지점 대표

이사회 위원

이다 도시
이사 / 이다도시

(IdaDaussy.com) 대표

발레리 드포
이사 / 소시에테 제네랄 (Société

Générale) 업무최고책임자

마르셀 가보레
이사 / 베올리아 코리아
(Veolia Korea) 회장

하주현
이사 / 나오스 코리아
(Naos Korea) 대표

줄리앙 에르보
이사 / 마자르 코리아
(Mazars Korea) 전무

김 주영
이사 / 제이씨데코

코리아(JCDecaux Korea) 이사

크리스티앙 마르코스
이사 / 로레알 코리아

(L’Oréal Korea) 대표이사

도미닉 시뇨라
이사 /르노삼성자동차 (Renault 
Samsung Motors) 대표이사



한불상공회의소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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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윤성운
대표

기업서비스부

김하나
부 대표

이사

김유주
재무
과장

유재은
프로젝트 매니저

대리

권동현
행정 공무

대리

김가빈
CEO 비서

사원

세일즈 홍보 커뮤니케이션 & 행사 총괄부

소냐 샤이예브
세일즈 매니저

과장

오리안 르메르
커뮤니케이션 팀장

과장

정부기
행사 프로젝트 매니저

대리

국제협력부

안지선 이미진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과장 과장

배경주
디자이너

차장

오혜진
프로젝트 매니저

사원

솔렌 옐
프로젝트 매니저

사원



한-불 경제 교류

10* 2020년도 수치

39 억
유로의 국내 직접투자(FDI) 

국가

48 억
유로의 수출액 창출

38 억
유로의 수출액 창출

16,000 명
프랑스 거주 한국인

13 억
유로의 프랑스 직접투자(FDI) 

국가

4,400 명
국내 거주 프랑스인 항공, 농산업, 자동차, 금융,

부품, 럭셔리

농산업, 자동차,

배터리, 정유, 전자기기, 운송, 자재

산업분야

산업분야

2011년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프랑스 현황

프랑스 내 한국 현황



350개
프랑스계 기업

28,000개
채용공고

두 번째
국내 진출 유럽 투자자

1,300개

지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프랑스 관련 장소

국내 프랑스 현황

https://www.franceinkorea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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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한불상공회의소 주요 서비스 소개

시장 전문지식 & 컨설팅
✓ 시장 조사 & 규제 감시

✓ 산업 부문별 전문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 마케팅 전략 수립

✓ 국내외 경제 관련 전문 자료 제공

마케팅 & 커뮤니케이션
✓ 맞춤형 캠페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보도자료 배포, SNS 마케팅 등) 실행

✓ 행사 기획 및 실행

✓ 사진 및 영상 촬영 스튜디오 대여

조사 & 네트워킹
✓ Start’Export 

✓ B2B 미팅 연계

✓ 위탁 판매

✓ 네트워킹 이벤트

인사/채용
✓ 온라인 인재풀 등록

✓ 기업 채용 지원 서비스 제공

✓ 전문 HR 트레이닝 제공

비즈니스 센터 & 기업 지원 서비스
✓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사무공간 임대, 행정 지원, 

멤버십 서비스 등)

✓ 직원 수용

✓ 운영 지원 (인사, 회계 및 린(Lean) 경영 서비스)

✓ 법률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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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지원 & 권익 변호

맞춤형 지원
✓ 코로나19 지원(비자, 재입국 허가, 자가격리 면제, 백신)

✓ 기타 행정적 지원(HR, 사회보호, 세법, 린(Lean) 경영…) 

✓ 법률 컨설팅 지원

정보 제공
독점적 정보 제공 서비스

✓ 일간 프레스 리뷰
✓ 규제 감시
✓ Ask & Share 카카오톡 채널
✓ Ask & Share 라이브 세션 등의 세미나 및 웨비나
✓ 회원사 맞춤형 정보

권익 변호
✓ 프랑스, 유럽, 한국 당국의 관계 및 권익 보호:

✓ 관세 장벽
✓ 비관세 장벽(인증, 공개 입찰, 할당제 …)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비즈니스 출장 제한



오프라인 행사

연간 60여 개

이상의 이벤트

비즈니스 미팅
✓ 비즈니스 컨퍼런스

✓ Ask & Share 라이브 세션

분야별 위원회
✓ 농식품 위원회

✓ 에너지 위원회

✓ 핀테크 위원회

✓ 헬스케어 위원회

✓ 이노베이션 위원회

✓ 럭셔리 위원회연례 비즈니스 행사
✓ 바스티유 데이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 커리어 포럼

✓ 갈라 디너

✓ 테크포굿서밋

네트워킹 이벤트
✓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 캐쥬얼 네트워킹 행사

트레이닝 & 세미나
✓ 뉴 커머스 세미나

✓ 프로 워크샵



온라인 행사

✓ 국내외 저명 인사 (국내 및 프랑스 정부 장관, 그 외 다수)가 참여한 공개 화상 세미나

✓ 컨퍼런스, B2B 매칭 및 전문 트레이닝 온라인 포럼 (테크포굿서밋, 커리어 포럼, 등)

✓ 유용한 비즈니스 콘텐츠에 대한 회원사 전용 온라인 세미나 (코로나19 지원 조치, 방역수칙, HR, 산업별 중점, 등) 

28건 유튜브조회수1만 뷰화상세미나 실시간참석자 3,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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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콘텐츠

✓ 회원사 소식
✓ 산업별 소식
✓ 일간 프레스 리뷰
✓ 법률 및 규제 소식
✓ 실용적 비즈니스 정보
✓ 한-불 시장 진출 성공 사례
✓ 회원사 혜택
✓ 한-불 비즈니스 소식
✓ 한불상공회의소 소식

32,000
팔로워

연 3회
간행물 발행

2021년

90건 이상의
보도기사 발행

6개의 SNS 채널
한국어•불어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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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총 조회수

23,000회
인스타그램 팔로워

1,600명

웹사이트 방문자

10,500명/월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

4,500명/월

링크드인 회원

6,900명

트위터 팔로워

13,100명

페이스북 팔로워

5,300명

뉴스레터 구독자

5,400명

카카오톡 Ask & Share  
오픈 채팅 참가자

100명

뉴스레터 구독자

4,200명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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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문, 국문, 영문 회원사 소식 & 홍보 서비스

✓ 영상 콘텐츠 (한국에서 성공하기 시리즈, 웨비나, …)

✓ 국내 및 프랑스 맞춤형 미디어 캠페인

✓ 멤버십 혜택 (서비스, 통번역, 교통, 호텔, 레저, 럭셔리, F&B, …)

✓ 연간 회원명부 (온/오프라인 출판물 회사 소개문)

멤버십 홍보 서비스

https://www.youtube.com/watch?v=GCRzNRumFXA&list=PLMPb98Nh5u2iy0N9vVoNOQkh8OiFZSvEL


간행물

420개 이상의 한불상공회의소회원사, 한국-프랑스공항비즈니스라운지, 
국내외호텔로비, 프랑스및한국정부기관등에배포되는본소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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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불상공회의소의 전문적이고 든든한 국제 협력 지원 덕에 저희는
불과 몇 개월만에 적합한 수입업자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 와인 생산업체 리차드와 스테판 마르탱

연간 500여 건의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컨설팅 서비스

시장 조사 & 컨설팅

✓ 일간 주요뉴스 리뷰

✓ 경제 매거진 발행 (분기)

✓ 규제 모니터링

✓ 사업성 사전 조사

✓ 업체 신용도 조사

✓ 타겟시장 조사

✓ 산업 부문별 모니터링

✓ 러닝 익스페디션*

(Learning Expedition)

* 경제 사절단 토탈 지원 서비스: 방문일정 기획 및 수행, 산업 현장 방문, B2B 미팅 주선, 통번
역 서비스 등

시장 진출 & 네트워킹

✓ 잠재 파트너사 조사

✓ 스타트 엑스포
(Start’Export; 시장 테스트)

✓ 영업 관련 서비스 일체

(컨설팅, 지원, 대행)

✓ 무역상담회 기획/지원 서비스

✓ 사업 전략 컨설팅

✓ 네트워킹 이벤트 기획

✓ B2B 미팅 기획/지원

✓ 소싱 지원 서비스

투자유치(IR) 지원 ✓ 투자유치단 파견
✓ 타겟기업 조사
✓ 투자 유치 홍보
✓ B2B 미팅 주선



공유 오피스 대여 서비스
✓ 핫/오픈 데스크

✓ 독립형 사무실

✓ 미팅룸 (8~20 명 수용 가능)

✓ 로비

✓ 영상 및 촬영 스튜디오

✓ 멀티미디어 장비

✓ 커뮤니케이션 지원 서비스

다용도 목적의 업무 공간
✓ 사무실

✓ 비즈니스 미팅

✓ 행사

✓ 상품 전시

✓ 촬영

✓ 기자 회견

400 m²

비즈니스 센터

35개
입주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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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 행정 지원 & 직원 대행

✓ 업무 공간 관리

✓ 계약 및 인사 이슈 관리

✓ 보험ㆍ복지ㆍ보상 관리

✓ 급여 관리

✓ 기업 부담금 & 세금 관련 지원

✓ 기타 HR 지원 (온라인 인재풀 플랫폼, …)

✓ 해외 본사의 한국 지사 관리

✓ 법률 컨설팅 지원

✓ 통번역

공무 업무
✓ 국내 공공 기관과의 행정정보 검증

✓ 외국기업 대상 국내 행정ㆍ공무 관련 지원 (비자, 재
입국 허가, 검역 면제, 백신)

✓ 외국계 기업들의 경제활동 권익 변호

법인 설립
✓ 기업 설립

✓ 가맹점 설립

✓ 은행 계좌 개설

✓ 세무서 / 외투기업 등록

✓ 설립 등록 이전 소재지

✓ 사무공간 임대

✓ 비자 신청

✓ 주재원 지원
✓ 국내 정착 관련

✓ 은행 및 사회보험 관련

✓ 물류 및 세관 관련

기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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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센터 입주 고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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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사를 위한 온라인 인재풀 서비스

✓ 적합한 글로벌 인재 연계 및 추천

✓ 트레이닝 프로그램

✓ 채용 공고 기재

✓ 커리어 포럼

✓ HR 행정 서비스 지원

인재 관리

1,000개 이상의

이력서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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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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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회원사 소식 & 한불 시장 진출 성공 사례
✓ 연간 회원명부 회사 소개문 게재
✓ FranceInKoreaXXI 플랫폼 등록

✓ 법인 지원 서비스

✓ 권익 변호 지원
✓ 경영지원 및 행정업무 지원

✓ HR 지원 서비스
✓ 다양한 직무와 경력의 프로필 확인 가능

✓ 네트워킹 및 비즈니스 연계 서비스

✓ 시장 소식 & 맞춤화 정보 제공

✓ 일간 프레스 리뷰
✓ 멤버 전용 카카오톡 오픈채팅
✓ 꼬레 아페르 경제계간지
✓ 연간 회원명부

✓ 무료 혹은 회원사 특별 가격으로 참석할 수 있는

회원사 대상 행사와 분야별 위원회

✓ 파트너사 또는 한불상공회의소 서비스 이용 시 할인 혜택

멤버십 혜택 소개



✓ 한-불 비즈니스 커뮤니티 대표 기업으로서의 강력한
가시성 확보

✓ 맞춤형 사업지원 및 행정지원

✓ 오프라인 및 온라인 행사 주최

✓ 독점적인 행사 VIP 초청

✓ 커뮤니케이션 채널 내 최대 기업 로고 노출

✓ 웹 플랫폼(공식 웹사이트, 네이버 블로그, …)
✓ 이메일링 캠페인
✓ 비디오
✓ 출간물(디렉토리, 꼬레 아페르, 브로셔,…)
✓ 모든 오프라인 및 온라인 행사
✓ FKCCI 출입문 화면

✓ 최소 3인의 회원사 대표자 등록

후원회원 멤버십 혜택



✓ 네트워킹

✓ 일간 프레스 리뷰

✓ 회원 전용 카카오톡 Ask & Share 채널
✓ 행정 관련 정보
✓ 코로나19 정보
✓ 기타 실용적 비즈니스 정보

✓ 회원 대상 행사 참여

✓ 회원별 맞춤화 서비스 지원

✓ 할인 혜택
✓ 서비스, 통번역, 교통, 호텔, 레저, 럭셔리, F&B, …

✓ 발행물 수신
✓ 연간 디렉토리
✓ 꼬레 아페르 경제

개인회원 멤버십 혜택



*한불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에서 근무하는
개인을 위한 우대 개인 연회비

멤버십 카테고리

후원 회원 (Patron Member)

한불상공회의소가 제공하는 사업지원 서비스 특권 및 본 소와의 독점적인 행사의 조직과 주최, 그리고 모든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에 기업 프로모션 진행을 희망하는 기업 및 단체 4,200,000원

기업 회원 (Corporate Member)
종업원이 10명 이상 혹은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상인 기업 및 단체 (1개의 법인체만 유효) 1,680,000원

기관 회원 (Institutional Member)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체 (예. 시청, 도청, 비정부기구, 비영리단체 등) 1,050,000원

해외회원(Overseas Member)
국내에 법적 대리권 혹은 대표자가 존재하지 않는 기업 및 단체 630,000원

기업가 회원(Entrepreneur Member)
종업원이 10명 이하이며 연간 매출액 1억 원 이하인 국내에 법적으로 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전문 프리랜서

혹은 단체 500,000원

레스토랑 회원(Restaurant Member)
국내에 법적으로 사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모회사와 제휴하고 있지 않은 레스토랑 350,000원

개인회원(Individual Member)
개인으로서 본 소의 네트워킹 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하는 개인

350,000원
100,000 원* 

신규사업자 회원(Start-up Member)
회원가입 신청일에 법적인 사업 등록 기간이 18개월 이하이며 모회사와 제휴하고 있지 않은 단체 200,000원

청년기업가 회원(Young Professional Member)
만 35세 이하이며 개인으로서 본 소의 네트워킹 혜택을 누리기를 희망하는 개인

150,000원
100,000 원* 

멤버십 문의
02-553-7215 

membership@fkcci.com

mailto:membership@fkcc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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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facebook.com/FKCCI
https://www.linkedin.com/groups/2928751/
https://twitter.com/FKCCI_info
https://www.instagram.com/fkcci/?hl=fr
https://www.youtube.com/channel/UCSB1pbik_CP6Vr3x2EGZU-A
http://www.fkcc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