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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5년 11월 9일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ANDREW M. CUOMO

뉴욕 주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주지사 

 

Cou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Henry Johnson에게에게에게에게 수여한수여한수여한수여한 명예명예명예명예 훈장을훈장을훈장을훈장을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의사당에의사당에의사당에의사당에 전시했다전시했다전시했다전시했다 

발표발표발표발표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Johnson 병장의병장의병장의병장의 용맹을용맹을용맹을용맹을 치하하여치하하여치하하여치하하여 Valor 훈장훈장훈장훈장 또한또한또한또한 수여수여수여수여 

 

Cuomo 주지사는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보여준 뉴욕 Albany 출신 Henry 병장의 용맹을 

치하하기 위해서 그의 명예 훈장을 뉴욕 의사당에 전시했다고 금일 발표했다.   

 

2015년 6월 2일에 대통령 Obama가 수여한 한 본 훈장은 제1차 세계 대전에서 

Johnson이 보여준 용맹한 모습과 ‘Harlem Hellfighters’로 알려진 369보병 연대의 흑인 

미군들을 중점적으로 전시하였다.    

 

“Henry 병장은 영웅이자 애국자였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의 업적이 무시되어 

왔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또한또한또한또한 그는그는그는그는, “그의 명예 훈장을 지금에서라도 

주 의회 의사당에 전시할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해주신 상원 의원 

Schumer 및 병장 Johnson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재향 군인의 날을 맞이하여 뉴욕 주민 분들께서 이 장소를 방문하여 

병장 Johnson의 굉장한 삶에 대해서 경험하시고 국가를 방어한 용감한 남녀들의 신념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Johnson은 1917년도에 입대해서 제 15 New York (흑인) 보병 연대의 C 중대에 (전부 

흑인으로 구성된 국가 경비대)에 배속되었다. 추후 본 경비대는 제 93사단 제 369 보병 

연대로 전출되었다.    

 

1918년도에는 독일군 습격을 막기 위한 영웅적 행위와 포로로 잡힐 뻔한 전우 Needham 

Robert 훈련병을 구해준 공로로 프랑스의 무공 십자훈장을 받았다.   1918년 5월 14-15일 

밤에 Johnson과 Roberts는 프랑스의 Saint Menehoul 부근에서 전초 근무를 하고 있을 

때 24명 이상의 독일군이 그들을 습격하였다.    Johnson은 강력히 맞서 싸워서 21개의 

부상을 입었다.  

 

이러한 Johnson의 용맹은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수십 년간 이 영웅적 행위를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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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은 수여 받지 못했다.  Johnson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뉴욕 Albany 

주민들은 미 상원 의원 Charles Schumer의 미 육군 설득을 지지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사후에서야 수훈 십자 훈장을2002년에 수여 받았고, Purple Heart 훈장을 또한 1996년에 

수여 받았다.  지속된 연구로 인해 드러난 새로운 정보와 자료들은 육군 측이 

Johnson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하도록 설득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뉴욕 Albany 주민으로서, 진정한 미국 영웅인 병장 Henry Johnson의 명예 훈장은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고향에 진열 되어야 합니다.  Johnson 병장의 사후 훈장 수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과 본 훈장이 Albany에 전시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수년간 Johnson 병장을 지지해온 끝에  그의 용맹을 상징하는 훈장이 그의 고향에 

전시되는 것을 볼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Charles Schumer이이이이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하원 의원 Paul Tonko은 대통령에게 Henry Johnson의 명예 훈장 수여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하여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에게 명예 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명에 

훈장은 사고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상이 용사에게 수여되어야 한다.  

 

Paul Tonko 하원하원하원하원 의원은의원은의원은의원은, “Albany 출신이시라면 Henry Johnson의 이야기를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동료 전우들을 방어한 Johnson의 초인적인 용맹은 저희 사회에 큰 

자랑거리 이지만 그의 업적은 약 100년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원 의원이 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Johnson 병장의 이야기를 지켜봐 왔는데 매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병사 Johnson 친지 분들, Schumer 상원 의원, 

Cuomo 주지사님, 전임자이신Mike NcNulty 등 힘든 과정을 버텨 내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백악관 수여식에서 신원이 확인된 Johnson의 친척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미 육군 뉴욕 

주 방위군 Louis Wilson 원사가 Johnson을 대신해 대통령에게 훈장을 받았다.  

 

금일 뉴욕 Albany에서 Johnson 훈장이 전시회가 뉴욕 부관 참모 소장인 Patrick 

Murphy의 주최 하에 정식으로 개최되었다.  

 

Murphy 소장은소장은소장은소장은, “현재 미 육군 뉴욕 주 방위군 남녀들에게 영감을 주는 미 육군 뉴욕 주 

방위군 병사의 영웅적이고 헌신적인 업적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한또한또한또한 그는그는그는그는, “Henry Johnson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 본인의 삶을 뒤로 하고 

품위를 지키고 전념을 다해 싸웠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덧붙였다덧붙였다덧붙였다덧붙였다. 

 

전시장 개관을 주요 이벤트로 한 기념식이 진행되는 동안 Murphy 소장은 Johnson 

병장이 사후에 수여한 국가 최고 무공 훈장인 Valor 상을 그에게 헌정하였다. 제 369 

여단장 및 여단 주임 상사인 David Martinez 대령 및 Anthony McLean 부대 주임 상사는 

Johnson 대신 훈장을 수여했다. 

 

의사당의 전시장에는 Johnson의 훈장 및 Johnson의 영웅적인 업적을 보여주는 뉴욕 주 

군사 박물관에서 수집된 공예품을 전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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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제 369 보병 연대로 전환된 제 15 뉴욕 보병대 깃발, Henry Johnson에게 지급된 

볼로 나이프, 프랑스 무공 십자훈장, 제 369 보병 연대 마크, Henry Johnson이 쓴 제1차 

세계 전쟁 프랑스 전투모 등이 전시품이 포함되었다.   

 

Albany시는 Henry Johnson을 Albany 시에서 가장 총애하는 ‘아들’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1991년도부터 ‘Henry Johnson Boulavard’ 도로가 생겼고 2007년도에 Henry 

Johnson 차터 스쿨이 생겼다. 또한 1991년도부터 Henry Johnson의 명예를 전시하는 

흉상이 Albany시 Washington 공원 남서 입구에 세워졌다. 

 

Neil Breslin 상원상원상원상원 의원은의원은의원은의원은, “Henry Johnson 병장이 명예로운 훈장이 올해 초에 마침내 

수여된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Johnson 병장은 용감한 행동과 희생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번 주 의사당에서 개최된 Johnson 병장의 명예 훈장 

수여식은 전역 및 현역 군인 분들에 대한 최선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John T. McDonald III 의원은의원은의원은의원은, “오랜 시간 후에 드디어 Henry Johnson 병장에 대한 

수여식이 이번에 거행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주지사님과 우리 뉴욕 주가 그의 업적과 

공헌을 기린 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저는 Albany 주민 및 다른 지역의 주민 분들께도 

Johnson 병장에 대해 보다 더 잘 알고 그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전시장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Patricia A. Fahy 의원은의원은의원은의원은, “Henry Johnson 병장의 영웅적인 행동들은 계속해서 기리는 

것이 마땅하며 그가 Valor 훈장을 수여한 것은 이번 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부조리를 

씻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주 의회 의사당에 그의 명예 훈장이 전시된 것은 

상당한 영광이며 Albany 주민들이 그의 영웅적인 업적을 기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Albany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인집행관인집행관인집행관인Daniel P. McCoy는는는는, “Henry Johnson 병장에게 수여한 명예 

훈장을 재향 군인의 날에 의사당 전시장에서 볼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기쁩니다. 프랑스 

최전방에서 순직하신 Johnson 병장은 영원히 조국의 영웅으로서 기억되어야 합니다. 

Albany 지역에 그의 명예 훈장이 영원토록 전시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뉴욕 주가 Johnson 병장께 최고 무공 훈장인 Valor 훈장을 그의 

사후에나마 수여하였다는 사실 또한 기쁩니다. 저는 저희 의사당 건물을 찾아주셔서 

세계 1차 대전에서 행한 Johnson 병장의 영웅적인 행동을 보다 많이 알아보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권장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Albany 시장인시장인시장인시장인Kathy M. Sheehan은은은은, “오바마 대통령께서 Henry Johnson 병장께 사후 

명예 훈장을 수여하신 것은 저희 Albany 시의 영광이며 저희는 이제 그의 훈장을 우리 

곁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또한또한또한또한 그녀는그녀는그녀는그녀는, “그의 명예 훈장을 저희 

의사당과 같은 명예로운 곳에 전시할 수 있게 도와주신 Andrew Cuomo 주지사님과 뉴욕 

주 방위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덧붙였다덧붙였다덧붙였다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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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실은 모든 주일과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의사당 건물의 역사를 포함한 의회 

의사당 관람 행사를 시행하며 해당 행사 시 특별 전시장 및 역대 주지사 전당에서는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Empire State 광장은 공무 중 순직한 뉴욕 주민을 추모하는 

수많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는 특별한 추모 및 헌사의 장소이다. 그러한 기념비에는 세계 

2차 대전 기념비, 6.25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 월남전 기념비, 퍼플 하트 기념비, 여성 

참전 용사 기념비와 같은 것들이 있다. Robert Abrams Building for Law and Justice에 

위치한 뉴욕 주 참전 용사 기념비 갤러리는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의회 의사당 투어, 기념비, 박물관에 관한 정보는 www.ogs.ny.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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