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SS RELEASE  
 

Special Normandy networking luncheon with Hervé Mor in  
October 30, Lotte Hotel Seoul 

 

Mr. Hervé Morin, President of the Normandy region and former Minister of Defence, will be 

hosting a: 

 

Special Normandy networking lunch on October 30 
from 12:00 to 14:00 pm 

at Lotte Hotel, Belle-Vue Suite 36F 
 

 

This networking event, organized with the support of the French Embassy in Korea and the 

FKCCI, will feature presentations and short videos and on the wonderful Normandy region. With 

its unique cultural and historic heritage, worldwide famous sites and attractions such as the 

Mont-St-Michel, D-Day landing beaches, breathtaking coastal landscapes, picturesque harbour 

towns such as Honfleur or Deauville, a strategic location less than 2 hours from Paris, worldwide 

famous food products and a business and innovation friendly environment, Normandy has a lot 

to offer for tourism, business and investment. 

 

About the Normandy region’s mission in Korea 

 

From October 28th to 30th, President Hervé Morin will be leading a delegation of 10 companies of 

Normandy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mission is to promote the Normandy region, its 

companies with high-end know-how as well as international initiatives of the region to attract 

tourists, investors, researchers and young talents. 

 

In this perspective, Normandy region is renowned worldwide for the excellence of sectors like 

agri-food industry (1st for production of high-quality cheese, butter, cream), its enormous wind 

and marine energy potential (over 600km of coastline), its optimum logistics facilities (logistics 

warehouses, river and seaports) and its R&D clusters in aeronautics and secure-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re: 

Tricots Saint James (fashion), Coopérative Isigny Sainte Mère (dairy), Mauviel 1830 

(kitchenware), Lampe Berger Paris (home fragrance), Filt (nets and ropes), Biscuiterie Jeannette 

(biscuits), Knco (eyewear), Niuka Paris (fashion), Medgic group (medical software), Gesthome 

groupe Sedelka (real estate).  

 

Among these companies, seven are Entreprise du Patrimoine Vivant (EPV), a label which is a 

mark of recognition of the French State, put in place to reward French firms for the excellence of 

their traditional and industrial know-how.  

 

The Normandy region has the ambition to become a worldwide recognized territory for peace 

resolution. The history of Normandy is linked with peace, liberty and human rights. More than any 

other, this territory has the responsibility to promote these ideas. 

From June 6th to 9th 2018, the Normandy region will organize the first World Normandy Forum 

for Peace in Caen and on D-Day landing beaches. This forum will take place simultaneously with 

2017 D-Day Commemorations program. An international conference, political meetings, a 

concert and other cultural/academic events will be organized during the forum.  

The Normandy region is committed to promoting peace and wants to involve its international 

partners in this initiative. In this context, a letter of intent will be signed between the Normandy 

region and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to foster academic, touristic and associative cooperation.  

 

 
Press contact: 
Ms. Marion Noirot, Director of Communication marion.noirot@fkcci.com  +82 2 553 2838 
Mr. Yohan Han, Communication Manager yohan.han@fkcci.com  +82 2 2268 9508 
 

 

 

 

 

 

 



 

 

 

 

보도 자료 

에르베 모랭과 함께하는 특별 노르망디 네트워킹 런천 

10월 30일, 롯데호텔 서울 

 
노르망디 지방의회 의장, 전 국방부장관 에르베 모랭 호스팅 

 

특별 노르망디 네트워킹 런천 10월 30일 
12:00 부터 14:00 까지 

롯데호텔, 벨뷰 스위트, 36층 
 

 

주한프랑스대사관과 한불상공회의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프랑스 노르망디 지역을 소개하고자한다. 노르망디 지역은 특별한 문화와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몽생미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해안 경관, 옹플뢰르(Honfleur)/도빌(Deauville)과 같은 항구도시들이 있다. 파리에서 
2시간 거리의 위치한 노르망디 지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식품, 비즈니스 그리고 
혁신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장점과 동시에 관광, 비지니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노르망디 미션에 관하여 
 
2017년 10월 28일 부터 10월 30일 까지, 에르베 모랭 의장은 한국에서 선택된 10개 
노르망디 기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이끈다. 방한 목표는 한국시장의 잠재력과 국내 
유수 기업과의 만남을 추진하여 잠재적 협약 가능성 (투자자, 연구원, 관광객, 인재 
발굴)을 모색하고 노르망디 지역 홍보와 대표 기업들의 수준높은 국제비즈니스 노하우를 
한국에 알리고자한다.  
 
 



 

 

 
 
 
 
노르망디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낙농산업식품 (고품질의 치즈, 버터, 크림), 풍력 
발전과 해양에너지 (600km이상의 해안선), 최적의 물류시설 (물류창고, 하천, 항구), 항공 
및 보안 통신기술 분야의 연구개발를 지원하고 있다. 
 
 
참여기업: 
트리코 세인트 제임스 (Tricots Saint James), 이지니 생트 메르 협동 조합 (Coopérative 
Isigny Sainte Mère), 모비엘 1830 (Mauviel 1830), 랑프 베르제 파리 (Lampe Berger Paris), 
필트 (Filt), 비스퀴트리 쟈네트 (Biscuiterie Jeannette), 카엔코 (Knco), 뉴카 파리(Niuka 
Paris), 매드직 그룹 (Medgic Group), 제이스트홈 그룹 세델카 (Gesthome groupe Sedelka)  
   
이번 사절단에 참여하는 10개의 기업중 7개는 <살아있는 유산 기업 (EPV, Living 
Heritage Company)> 으로 선정되어있으며, 이는 뛰어난 기술려과 전통,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에 프랑스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 마크이다. 
 
노르망디의 역사는 평화, 자유와 인권의 개념를 분리할 수 없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위와 
같은 세가지 가치를 위해 활동한다는 특별한 책임을 갖고있다. 
노르망디는 노르망디 상륙작전 주요 지역인 프랑스 캉(Caen) 도시에서 2018년 
6월6일부터 9일까지 제1회 세계평화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2017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프로그램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여진다.  
노르망디는 평화를 위한 세계 포럼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며, 이에 세계 파트너들이 함께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방한 기간동안 노르망디 지방과 인천광역시청은 노르망디 평화 
의향서를 체결하여 교육, 협회,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Press contact: 
커뮤니케이션 부장 마리온 노아로 marion.noirot@fkcci.com +82 2 553 2838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 매니저 한요한 yohan.han@fkcci.com +82 2 2268 9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