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GLISH) 
June 2, 2022 

 
To Whom it May Concern, 
 
 
The Korea Society in partnership with the Southeas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our upcoming conference on July 14, 2022, at The Commerce Club Atlanta. 
We ask you to participate and join us to further the mutually beneficial aspects of the U.S.-Korea 
relationship, including the importance of the future-oriented economic partnership.   
 
Our event is titled: “The Comprehensive, Strategic U.S.-Korea Alliance”.  
This forum is an inaugural, strategic initiative of the Society that aims to highlight the diplomatic, 
security and economic aspects of the multifaceted, dynamic U.S.-Korea relationship. It will be 
composed of a keynote speech, two morning panels, a luncheon, and closing reception. The 
purpose is to connect the local Atlanta and the wider Southeast U.S. audience with high-impact 
speakers to explore a series of engaging topics. We will touch basis on relate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ncern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U.S.-Korea Alliance.  
 
The first Panel titled, “A Future-Oriented U.S.-Korea Relationship,” will explore the core 
diplomatic and security trends driving the U.S.-Korea relationship, and rising challenges in a 
competitive geopolitical landscape. The second Panel titled, “New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will consist of a discussion, exploring the rising wave of Korean corporate 
investment in the Southeast and the broader economic bilateral relationship. 
 
The board of the Korea Society and the Southeas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will 
appreciate your consideration in joining us. We believe that your engagement in this conference 
would be important to provide a perspective on the contemporary challenges facing the U.S.-Korea  
alliance on business investm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I would be glad to follow up with 
any further information which could aid your decision, and we look forward to discussing this 
opportunity further.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Sincerely yours, 
 

Tom Byrne / President & CEO, The Korea Society ( thomas.byrne@koreasociety.org ) 
Jae Kim / President, Southeas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 jae.kim@seuskcc.org ) 



(KOREAN) 
June 2, 2022 

귀빈 여러분을 의미있는 행사로 초대합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하며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한미동맹과 관계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 년 7 월 14 일 (목요일) 미동부시간 오전 9 시 – 오후 1 시 까지, 애틀란타 커머스클럽에서 

한미동남부상공회 (Southeas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와 코리아소사이어티 (The Korea 

Society) 공동 주최로 한미연맹과 경제협력을 주제로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 취지는, 

새로운 세대의 통합적 한미 동맹 이라는 주제 입니다. 한미동맹은 국가안보로 시작하여, 우호적인 나라간

의 관계 중심으로, 그리고 나아가 정치적 외교적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라간의 경제 협력과 국제적인 기업이 주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 무엇보다 한미 관계를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통한 기술제휴, 

새로운 산업 활성화, 인력양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다음 세대의 한미동맹에 대한 주제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행사로 초대 합니다.  

행사 내용은 한미 안보문제와 한미 관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첫번째 panel 로 시작하여, 두번째 panel 은 

한국기업들의 미국투자로 이루어지는 다음세대의 “Korean Wave” 의 스토리를 나누게 됩니다. 이어서  

한미 관계의 중요한 경제 협력 그리고 다음 과제와 어떠한 사안들이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워싱턴 디씨로 발령되셔서 오시는 주미대사님도 현재 초청 되었으

며, 애틀란타 총영사관, 미국 국무부, 전 한미 안보사령관, 조지아주 경제개발부 및 정치, 외교 분야의 여

러 귀빈들 뿐만 아니라, 한미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여러 기업인들을 모시고 포럼 자리를 빛내고자 합

니다. 최근 관련 주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적시의 주요 인사들의 많은 참여가 있을 예정입니다.  

좋은 의미가 있는 저희 행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Sincerely yours, 

Tom Byrne / President & CEO, The Korea Society ( thomas.byrne@koreasociety.org ) 
Jae Kim / President, Southeas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 jae.kim@seuskcc.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