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님, 

부회장단 여러분,  

내빈 여러분,  

친우 여러분, 
 

한불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연말 갈라 파티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한불상공회의소의 

활동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오늘의 행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며칠 후 부임하실 신임대사님을 

대신하여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날로 늘어나는 한불상공회의소 가입 회원수와 사업영역의 다양성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경제통상관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발전하는지 보여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사업영역을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우나, 여러분들 중에는 제조, 수출입, 첨단기술, 

과학연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들도 계시고, 서비스 또는 금융분야에 진출하신 

회원들도 계시며, 푸드와 리빙분야, 나아가 한국 고객과 파트너들에게 프랑스적 삶과 

꿈의 세계를 제시하는 창작 영역에서 일하시는 회원들도 계십니다.  
 

*** 

 

내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또한 여러분들께 프랑스 정부당국의 메시지를 

전달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대사관이 한국과 프랑스 간의 외교를 주도하고 정치관계를 

전담하는 곳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대사관은 여러분의 말씀을 늘 

경청하고, 여러분 편에 서서 주어진 활동영역 내에서 여러분의 활동에 보탬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에 진출한 프랑스 기업들은 대사관 경제통상대표부의 

이러한 노력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경제상무관실 유비프랑스의 활동도 

방한하는 프랑스기업 대표단을 지속적인 관심으로 맞이하여 주시는 한국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결국 거시경제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기업의 내일을 위한 지정학적, 

구조적 환경을 이해하고 예견하게 만들도록 기여하는 것이야말로 대사관 역할이자  

경제외교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최근 양국 고위당국자 간의 상호 방문이 이어져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이 새롭게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과 프랑스는 유엔, G20, 그 밖의 세계 다자협의체 

내에서 다양한 국제문제에 대한 정책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협의는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향후 2 년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국제문제에 대한 분석과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선택하고 함께 정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각 



국가에게  혜택이 될 뿐만 아니라 교류통상, 기업경제 발전,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번영을 위한 가능한한 최선의 국제적 틀을 구축하는 일에 한국과 프랑스가 공조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2012 년은 프랑스와 한국을 포함한 많은 주요 국가들의 지도부가 바뀌는 선거의 

해였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봄 신임 대통령 선출에 이어 새로이 하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며칠 후면 한국도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고 내년 2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동북아 미래와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미칠 주요국들도 올해 선거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과 주요 주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과 프랑스 간 통상협력분야에서는 1 년 반 전 체결된 한-EU FTA 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과 전세계 경제성장 둔화의 여파로 인해 아직은 양측의 

기대에 못미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내빈 여러분, 
 

한-EU FTA 이행을 위해 하루하루 전진기지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한국 및 프랑스 

기업을 대표하고 경영하고 계시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필요와 기대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경험담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협정서 서명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그리고 그 밖의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관련당국은 

한불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회원 여러분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중 

특히 주한 프랑스 대사관 전 부서와는 최고 수준의 대화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한불상공회의소의 그 간 노고를 

치하하며, 회장단 그리고 소장님을 비롯한 한불상공회의소 전 직원과 함께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빈여러분, 멋진 갈라 디너 되시기를 빕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