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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상화를 환영한다. 

KDVA and KUSAF Joint Message Supporting GSOMIA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후미오 기시다 총리가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인 GSOMIA의 정상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및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Korea-US Alliance Foundation (KUSAF) and Korea Defense Veterans Association (KDVA) are 
very supportive of the recent announcement that ROK President Yoon Suk Yeol and Japanese Prime 
Minister Fumio Kishida agreed to normalize their mutual military intelligence-sharing pact called the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GSOMIA).  ROK President Yoon stated, "Prime 
Minister Kishida and I agreed that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threaten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Northeast Asia and in the world. We also agreed that in order to respond 
to the North's nuclear and missile threats that are getting more sophisticated by the day, cooperation 
among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s 
extremely important, and that we should continue to actively cooperate."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GSOMIA 정상화가 한일 양국의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우리는 

참전용사들과 복무장병들이 싸우고 지켜온 한미동맹과 지역의 안정을 염려하는 단체로서 한일 양국 

지도자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KDVA and KUSAF believe this is an important and positive step toward supporting regional security 
by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sensitive military information for both countries.  As organizations that 
care deeply about the ROK-U.S. Alliance and the stability of the region that our Veterans have fought 
for and continue to defend, we applaud and support actions like this one taken by the leaders of 
South Korea and Japan.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지난 70년간 수백만명의 한국군과 미군들의 헌신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안정적인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Millions of Americans and Koreans have served in Korea for seven decades, so KUSAF and KDVA 
continue to pledge our support for a stabl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함께해요 한미동맹! 
“Together for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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