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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소개
11 월 18 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1 커리어 포럼에 참여하여 한불상공회의소 회원사 및 한국에
설립된 모든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소속된 한불 커뮤니티와의 기회를 통해 당신의 커리어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한불상공회의소와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는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취업과 채용의 기회의 탐색, 취업 시장의 동향 파악, 네트워크 형성, 아뜰리에 참가 등의 다양한 기회를
통해 당신의 커리어를 자유롭게 펼쳐보세요.

행사 개요
●

날짜: 2021 년 11 월 18 일

●

시간: 오전 9 시 - 오후 6 시 (한국 표준 시간)

●
●
●

장소: 온라인 (Placemeet)
참가비: 무료
참가 신청: 링크

●

언어: 영어, 한국어, 프랑스어

●

주최: 한불상공회의소, 주한 프랑스 대사관 문화과

●

협력: 캠퍼스 프랑스, 한불 알룸나이 네트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추정 참석인원: 약 500 명
-

국내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국제화 한국 기업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

-

국제화 인재를 찾는 기업

-

프랑스와 한국간 비즈니스 리더 기업

플랫폼 : Placemeet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활동이 가능합니다:
●

컨퍼런스와 아뜰리에 참여

●

네트워킹

●

채용 기업들의 개별 부스 탐색, 인터뷰 신청 또는 행사 당일 인터뷰 예약을 신청하여 채용 기업
담당자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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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컨퍼런스 홀
09:00 - 09:15 : 오프닝
●

필립 르포르 주한프랑스대사

●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09:15 – 09:30 :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 발표
●

프랑코포니 소개, 다니엘 리뇨 불어 교육 협력담당관

09:30 – 09:45 : 한불상공회의소 발표
●

경제분야에서 프랑코포니의 쟁점, 윤성운 소장

09:45 – 10:00 : 주한프랑스대사관 어학센터 발표
●

한국인을 위한 비즈니스 프랑스어 강좌 소개, 엠마누엘 레네 어학센터장

10:00 am - 06:00 pm: 채용 기업 소개
●

기업 소개

아뜰리에
11:00 – 11:40 : 글로벌 기업 취업을 위한 성공적인 이력서 작성
●

로버트 월터스, 김선우 AI & Data 팀매니저

02:00 – 02:40 pm : 외국계 기업 취업을 위한 성공적인 인터뷰

● 시몽 뷔로 벡티스 대표이사
03:00 – 03:40 pm : 매니지먼트 능력 개선하기
●

모건필립스 오진원 부대표

04:00 – 04:40 pm : 글로벌 기업에서의 커뮤니케이션

● RDI Worldwide 로렌 박 HR 프로젝트 매니저
라운드 테이블
05:00 - 06:00 pm: 청년 직업인과 프랑스 알룸나이 네트워크
●

한국 취업 시장에서 프랑스 학위의 가치
O 박진형, 에어리퀴드 코리아 연구원
O 김선경, 주한 EU 대표부 정책담당관
O 이현우, GIC 의 ESG 전문가
O 이재석, 자이언트스텝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3

9:00 am – 06:00 pm: 네트워킹 & 휴식
●

네트워킹 및 휴식 상시 가능

기업 부스
10:00 am – 06:00 pm: 채용 기업 부스 방문
●

채용 기업 부스 상시 방문 가능

●

10:00 - 11:00 am: 로레알 기업 소개

참가 기업 & 채용 공고
기업명

산업분야

직무 & 자격조건

아데코코리아(Adecco Korea)

인사

글로벌 경험 우대, 고객중심 마인드

AGS 코리아(AGS Four Winds Korea)

물류

1-3 년 경력자, 행정, 마케팅, 영업, 무역,
프로스펙팅, IT, 한국어/영어/프랑스어
구사 가능

APEX 세계무역센터

다분야

마르세유(프랑스)(APEX World Trade

프랑스 남부에서 인턴 및 채용에 필요한
다양한 역량, 영어 또는 프랑스어 필수

Center Marseille (France))

아지앙스코리아(ASIANCE KOREA)

디지털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UI/UX 디자인

백마켓(Back Market)

이커머스

세일즈/고객 서비스

크레디 아그리콜 코퍼레이트 앤

재무

미정

건축

건축 인테리어 학사 학위

인베스트먼트 뱅크(Cre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디피제이파트너즈(DPJ & Partners)

4

지오디스 코리아(Geodis Korea)

운송 & 물류

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솔루션 매니저,
해운 산업 디렉터

아이티컨셉트(IT-Concept)

IT

세일즈 어시스턴트 & IT 기술자
(영어 & 한국어)

제이씨데코 코리아(JC Decaux Korea)

PR & 마케팅

미정

지제커뮤니케이션(JG Com)

커뮤니케이션

번역가/통역가(불/한)

로레알코리아(L’Oréal Korea)

화장품

https://careers.loreal.com/en_US/jobs/Searc
hJobs/korea

라플라스코리아(Laplace Korea)

IT

백엔드/프론트엔드 개발: ReScript,
Golang, C++

럭셔리 비지니스 그룹(Luxury Business

럭셔리/인재

미정

Group)

개발/컨설팅

마자르새빛회계법인(Mazars Sebit Korea)

회계/감사

회계사

RDI(RDI Worldwide)

인사

마케팅 스페셜리스트, 인사채용 담당자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Sofitel

호텔

호텔업

재생 에너지

3-10 년 경력자, 해상풍력 발전,

Ambassador Seoul)

토탈 에너지(Total Energies Offshore
Wind Korea Branch)

티엔 컨설팅(TN Consulting)

이해관계자 경영

컨설팅

1-3 년 경력자, 행정, 마케팅, 세일즈, 무역,
프로스펙팅, IT, 한국어/영어/프랑스어
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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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신청 및 문의처
참가신청:

문의처:

신청 양식

event@fkcci.com
linguistique@kr.ambafrance-culture.org

골드 스폰서

실버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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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소개
한불상공회의소(FKCCI)
1986 년 설립된 한불상공회의소(FKCCI)는 한국-프랑스 기업 커뮤니티를 대표하고 활동하는 기업
협회입니다. 모든 분야에 걸쳐 410 개의 회원사를 가진 FKCCI 는 기관들과 탄탄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한국과 프랑스 시장에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FKCCI 는 해외 프랑스상공회의소 네트워크 회원이며 해외 프랑스상공회의소는 96 개국에 126 개소,
33,000 개의 회원사가 있습니다.
FKCCI 는 프랑스와 한국 간 교류 및 투자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

맞춤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의 프랑스 시장과 한국 시장 진출과 성장을 위한 동반

●

기관들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프랑스와 한국간 사업 네트워킹에 협력

●

행사,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네트워크 활성

●

한국과 프랑스 시장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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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
주한프랑스대사관 문화과는 연구, 대학 및 과학 교류, 예술 문화, 프랑스어 활용을 진흥하기 위해
프랑스와 한국 간의 협력 활동 임무를 수행합니다. 문화 창의성 산업은 양국 문화의 활력이며
양국에서 공통된 역동성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서울프랑스학교와 하비에르 국제학교는 문화과와 활발히 협력하고 있으며, 어학센터와
알리앙스프랑세즈 네트워크는 한국 전 지역에 적극적으로 프랑스와 프랑스어 및 관련 가치의 발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 연구원, 문화와 학문의 애호가 또는 전문가 등, 모든 이들을 위해 문화과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 다섯 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영상교류팀

●

예술협력, 서적 및 토론팀

●

과학대학팀

●

불어교육팀

●

어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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