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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MCCAIN 상원의원의 부고에 대한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성명  

 

“John McCain은 우리가 영웅이라고 칭찬할 모든 것들의 귀감이 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전사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을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John McCain은 우리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무 특권을 가진 우리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미국은 오늘 가장 위대한 전사 중 하나를 잃었습니다. 

 

정치적 분열과 적대감이 만연하던 시기, 당보다 원칙을 우선시하려 했던 McCain 

상원의원은 독보적이셨습니다. 저는 항상 그의 입장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명백하게 당파 이전에 나라를 생각하는 공무원이셨습니다. 

 

2017년 10월 해군 사관학교에서 연설할 때 McCain 상원위원은 ‘자신보다 중요한 어떤 

것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책임감의 의미와 명예’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분보다 그 

단어에 대해 더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John McCain은 금융 개혁 캠페인을 시행하고 더욱 공평한 이민 시스템을 만들려는 

양당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을 살린 그의 

역사적인 반대 투표는 수백 만 명의 미국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보호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베트남 전쟁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전쟁 포로로 보기 드문 시련을 

견뎠습니다. John McCain은 우리가 영웅이라고 칭찬할 모든 것들의 귀감이 되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전통적 사고방식을 가진 전사이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는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을 똑같이 비판했습니다. John McCain은 우리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공무 특권을 가진 우리가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는 2차 대전 전에 태어나셨고 많은 부분에서 가장 위대한 세대의 영웅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국가를 위해 얼만큼 희생했는지 압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과묵해서 더욱 강력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절대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용기와 희생의 전형이었습니다.  

 

아나폴리스 졸업식 연설 마지막에 그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차이점을 과장’하고 ‘대답 

대신 희생양을 찾는 양극화된 정치’를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분은 전쟁을 알았고 

정치를 알았으며 그것들이 비슷해야 할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공무원 중 한 분이었던 그분을 기려 그분이 원했던 것처럼 

모든 미국인을 통합합시다. 그분은 공화당을 사랑한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분은 

민주주의의 최선을 지지한 민주주의자였습니다. McCain 상원의원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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