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수신: 각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Washington DC 특파원 

발신: 주디 추 미국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 (Congressional Asian Pacific American Caucus) 의장 

제목: 고 김영옥 미 육군대령 미국 대통령자유훈장 추서 건의에 관한 기자회견 

날짜: 2016 년 5 월 16 일 
 
기자회견 장소: 미국 연방의사당 House Triangle 

일시: 2016 년 5 월 17 일(화), 오후 1 시 
  
워싱턴 DC - 미주한인의원회(Council of Korean Americans)는 미국 연방의회 아태의원연맹 주디 추 의장(민, 

캘리포니아)과 연방의회 아태의원연맹이 주최하는 고 김영옥 대령의 미국 대통령자유훈장 추서 건의에 관한 

기자회견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주한인의원회는 주디 추 의장을 비롯한 미국 정치·외교·안보·국방 지도자 및 

안호영 주미한국대사 등이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에게 전설적 전쟁영웅이자 위대한 인도주의자인 고 

김영옥 미국 육군대령(1919-2005)에게 대통령자유훈장(Presidential Medal of Freedom)을 추서해줄 것을 

건의하도록 선도하고 있습니다. 
  
고 김영옥 대령은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난 한국계 2 세로 미 육군장교로 제 2 차세계대전에 참전, 유럽에서 

나치즘 파시즘과 싸우며 전설적 전쟁영웅이 됐습니다. 종전 후 성공적 사업가로 변신했으나 한국전쟁이 

터지자 다시 무기를 들고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약 500 명의 전쟁고아를 돌봤습니다. 1972 년 예편 후에는 

가정폭력피해여성ㆍ장애우ㆍ노인ㆍ빈민ㆍ청소년ㆍ입양아 등 인종을 뛰어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고 김영옥 대령은 위와 같은 빛나는 업적으로 미국 특별무공훈장(DSC), 미국 은성무공훈장(2 개), 미국 

리전오브메릿 훈장(2 개), 미국 동성무공훈장(2 개), 미국 퍼플하트훈장(3 개), 한국 태극무공훈장, 한국 

국민훈장 모란장, 프랑스 레지옹도뇌르 무공훈장, 프랑스 십자무공훈장, 이탈리아 십자무공훈장, 이탈리아 

동성무공훈장 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미국 건국이념인 자유와 평등을 지키고 확산하는데 바쳐진 고 김영옥 대령의 삶이 미국 

최고시민훈장인 대통령자유훈장 추서로 영원히 기릴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훈장 추서는 그의 개인적 

명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한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나아가 소수계 미국인 전체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번 건의에는 다음 같은 미국과 한국의 지도자들 및 여러 기관과 단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혼다 미국 연방의회 아태의원연맹 명예의장(하원의원, 민, 캘리포니아), 마지 히노로 

연방상원의원(민, 하와이), 에드워드 로이스 연방하원외교위원장(공, 캘리포니아), 쟈니 아이잭슨 

연방상원의원(공, 조지아), 찰스 랭글 연방하원의원(민, 뉴욕), 하비에르 베세라 연방하원의원(민, 

캘리포니아), 마크 다카노 연방하원의원(민, 캘리포니아), 태미 덕워스 연방하원의원(민, 일리노이) 등 

연방상원의원 2 명과 연방하원의원 26 명. 도널드 그렉 전 주한미국대사, 래리 엘리스 미 육군대장(예), 

토마스 슈워츠 미 육군대장(예), 제임스 켈리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 한우성 김영옥평화센터 

이사장(김영옥 일대기 ‘아름다운 영웅 김영옥’ 저자) 등. 
  
Council of Korean Americans(사무총장 샘 윤), 캘리포니아주립대학(Univ. of California, Riverside) 부설 

김영옥재미동포연구소(소장 장태한 교수), 김영옥중학교(교장 에드워드 콜라시온), 재미일본계 시민권자 

연맹, 재미일본계 이민사박물관, 한인건강정보센터(KHEIR), 코리아타운청소년회관(KYCC), 

재미한인변호사협회 등. 

 

연락처: 벤자민 차우(Benjamin Chou) 202-225-5465. ben.chou@mail.house.gov 
  
RSVP: 기자회견 참석여부를 위 메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