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미국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 대위 THOMAS J.E. 

CROTTY를 기리며 조기 게양 지시  

  

Crotty 대위는 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중 1942년 필리핀 코레히도르섬의 항복 이후 

전쟁 실종자(Missing in Action, MIA) 명단에 올라  

  

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영웅의 유해는 본국으로 송환되어 11월 2일에 버펄로의 

고향에 매장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버펄로 출신 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미국 

연안경비대(U.S. Coast Guard) 대위 Thomas J.E. Crotty를 기려 모든 주 정부 건물의 

깃발을 11월 2일 토요일에 조기 게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Crotty 대위는 전쟁 

실종자(MIA)로 보고되었으며 1942년 7월 필리핀 카바나투안 전쟁 포로(Prisoners of 

War, POW) 캠프에서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미국으로 송환되어 11월 2일에 

버펄로의 홀리 크로스 공동묘지(Holy Cross Cemetery)에 매장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뉴욕의 후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을 지킨 Crotty 대위의 봉사와 희생에 빚을 지고 있으며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마침내 마땅히 자신의 고향인 버펄로로 돌아온 Crotty 대위와 그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저는 뉴욕 주민들을 대표해 주 전역의 주 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지시했으며 

그의 봉사에 진실한 감사를 표합니다."  

  

Crotty 대위는 1941년에 일본군의 침략으로 필리핀에 있는 미국 해군의 해군 기지를 

포기했을 때 적군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저장품과 시설을 파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Crotty 대위는 필리핀 유에스에스 퀘일(USS Quail)의 16번 해군 구역(Naval District-in-

Shore) 헌병 본부(Patrol Headquarters)에서 근무했습니다. 일본군이 1942년 5월에 

코레히도르섬을 공격했을 때, Crotty는 해군과 육군 요원팀을 이끌어 섬의 해안에 

상륙하는 일본군에게 사격을 개시했습니다. 코레히도르의 항복 이후, Crotty 대위와 수천 

명의 군인들은 카바나투안 전쟁 포로(POW) 캠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World War II) 중 생포된 유일한 연안 경비대원이었습니다. Crotty 대위는 



 

 

1942년 7월 19일에 30세의 나이로 전사하였으며, 동료 수감자들과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전쟁 후 수십 년이 흘러, 미 영현등록업무(American Graves Registration Service)는 

사망한 군인 수천 명의 유해를 발굴하고 조사하여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통해, Crotty 대위의 유해는 2019년 9월 10일에 신원이 확인되었으며 

미국으로 송환되어 나이아가라 폭포 공군 예비 기지(Air Reserve Station)에 11월 1일 

도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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