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9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산, 유방암 연구 기금으로 약 300만 달러 발표  

  

수상자는 유방암의 원인, 예방법, 감지, 치료법, 위험성을 낮출 교육적 전략을 연구할 예정  

  

주지사의 “검사 받고 여지를 없애자(Get Screened, No Excuses)” 계획에 기반한 자금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전역 유방암 연구 프로젝트에 약 300만 달러를 

수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금은 유방암의 원인, 예방법, 감지 또는 검사, 

치료, 생존 및 치료법에 대한 혁신적 연구와 사람들이 유방암 발달과 관련한 특정 

위험성을 줄일 수 있도록 도울 새 교육적 전략 설계를 장려할 예정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유방암 연구를 진행하고 공공의 인식을 

고취하며 이른 감지와 예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투자할 

것입니다. 유방암은 주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욕 

주민에게 최고의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투자는 우리 칼리지, 대학, 의과 대학에서 

연구하고 가르치며 조사하는 영리한 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방암은 뉴욕 여성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암 중 2위입니다. 이 보조금은 감지 및 예방 서비스 연구 및 확장으로 여성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방암 연구를 장려하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질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목숨을 살리려는 우리의 노력에 추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Peter T. Rowley 유방암 과학 연구 프로젝트(Breast 

Cancer Scientific Research Projects)용 총 2,460,662달러 기금을 권장하는 신청서 일곱 

개와 Patricia S. Brown 유방암 위험성 축소 교육 연구 프로젝트(Breast Cancer Risk 

Reduction Education Research Projects)용 총 513,601달러 기금을 권장하는 신청서 두 

개를 승인했습니다.  

  



 

 

수상자는  

  

Peter T. Rowley 유방암 과학 연구 프로젝트(Breast Cancer Scientific Research 

Projects)  

•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Cristina Montagna 박사 - 

360,000달러  

• Stony Brook University, Jun Lin 의사, 박사 - 360,000달러  

• University at Buffalo, Jo Feudenheim 박사 - 359,024달러  

•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Jose Silva 박사 - 360,000달러  

•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Harry Ostrer 의사 - 326,910달러  

• Cornell University, Scott Coonrod 박사 - 358,832달러  

• University at Albany, Jonathan Petruccelli 박사 - 335,905달러  

  

Patricia S. Brown 유방암 위험 감소 교육 연구 프로젝트(Breast Cancer Risk 

Reduction Education Research Projects)  

• Hunter College CUNY, Jin Young Seo 박사 - 245,002  

• Icahn School of Medicine at Mount Sinai, Lina Jandorf 문학석사 - 

268,599달러  

  

이 기금은 공공 인식을 고취하고 유방암 검사 및 치료 자원 이용성을 높이려는 Cuomo 

주지사의 의미 있는 노력에 기반합니다. 이는 최근에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 

상태와 무관하게 모든 뉴욕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검사 받고 여지를 없애자(Get 

Screened, No Excuses)” 계획도 포함합니다. 해당 활동에는, 병원 및 공공 진료소에 유방 

조영술 검진 시간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법안, 뉴욕주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가 유방 

조영술 검사 및 유방암 검진 비용 분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공무원이 유방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 휴가 연장, 유방암 검진을 장려하는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이 

포함됩니다.  

  

유방암은 여성 사이에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며, 뉴욕주 여성 암 사망의 2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매년 뉴욕주 여성 주민 15,000명 이상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약 

2,500명이 해당 암으로 사망합니다. 유방암 검진은 치료 경과가 가장 좋은 초기 

단계에서 암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입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주지사님의 노력 덕분에 뉴욕주는 유방암에 대처하는 방식 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연구용 기금 제공은 이러한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목숨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원 건강위원회(Senate Health Committee)의 Kemp Hannon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주는 모든 뉴욕 주민들의 건강과 웰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최고의 예방책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거주민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보장하도록 

도우며 유방암의 원인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롭고 혁신적 연구를 진행하시는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원 건강위원회(Assembly Health Committee)의 Richard N. Gottfried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유방암 대처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주 전역 

주요 의학 센터 및 교육 기관에서의 필수 연구를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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