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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어린이 미식축구 프로그램에서 뇌진탕 혹은 가벼운 외상성 뇌 손상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서명  

  

Cuomo: "뇌진탕과 가벼운 외상성 뇌 손상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의학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어린 선수의 부모에게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안녕에 관한 사실 정보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의사 결정을 돕고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격려합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어린이 미식축구 프로그램에서 뇌진탕, 가벼운 외상성 

뇌 손상 또는 이러한 충격을 받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관한 정보 모음집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나 후견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2958A/A.6968)에 서명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진탕과 가벼운 외상성 뇌 손상의 장기적 영향에 

관한 의학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어린 선수의 부모에게 가장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안녕에 관한 사실 정보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그들의 의사 결정을 돕고 가장 좋은 방법을 사용하도록 

격려합니다."  

  

Liz Krueger 상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진탕은 어린이의 발달하고 있는 뇌에 

엄청난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후견인이 미식축구 중 발생할 수 

있는 외상성 뇌 손상의 위험에 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해 주시고 뉴욕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도와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ichael Benedetto 하원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법안의 지혜를 살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합니다. 매년 우리는 머리에 가해지는 수차례의 충격으로 인한 

뇌 위험 요소에 대해 점점 더 알아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접촉이 많은 운동 경기 중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부모가 아이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새 법안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으로는 학교나 리그 또는 다른 성인이 운영하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활동, 경기 또는 미식축구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기타 활동 등이 

있습니다. 뇌진탕 및 가벼운 외상성 뇌 손상에 관한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정보 모음집은 

해당 단체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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