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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전립선암전립선암전립선암전립선암 연구연구연구연구 기금으로기금으로기금으로기금으로 3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조성조성조성조성 

 

Andrew M. Cuomo 주지사는 금일 전립선암 연구 기금으로 300만 달러를 조성하여 뉴욕 

주 20개의 연구 단체에 전달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전립선암의 발견, 진단, 

치료를 위한 새롭고 혁신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립선암은 뉴욕 주 남성에게서 

발병되는 암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전립선암은 매년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병에 맞서 싸우고 치료하며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지속적인 

연구에 있습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또한 그는 “뉴욕 주의 최고 연구 기관들에게 그들만의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를 

보다 높일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각 연구 기관들은 독자적인 절차를 수행하여 기금을 활용할 연구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기금 신청 과정에서 각 연구 기관들은 전립선암 연구에 대한 공헌도, 연구 수행 능력, 

기금이 필요한 연구 프로젝트 선정 과정을 소명할 의무가 있었다. 몇몇 기관들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연구 신청서 다중 검토 결과를 제시했으며 다른 기관들은 경쟁 및 

검토 과정 내역을 소명했다.  

 

뉴욕뉴욕뉴욕뉴욕 주주주주 보건부보건부보건부보건부 장관장관장관장관 Dr. Howard Zucker는는는는 “우리는 뉴욕 주의 많은 연구 기관들이 

남성의 주요 사망 질병으로 지목되는 전립선암 연구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기쁩니다. 이 복잡한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라고라고라고라고 말했다말했다말했다말했다.  
 

이러한 기금 전달은 암의 예방과 치료와 관련하여 주요 발견을 이룩한 뉴욕 주 연구 

기관을 기반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이러한 연구 기관들로 하여금 

미국 국립 보건원이나 국방부와 같은 기관으로부터 차후 기금을 전달받을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는 것에도 의의가 있다. 

 

아래에 제시된 기관들은 최대 2년간 75,000 달러에서 45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받는다. 

 

2년간 45만 달러를 지원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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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대표 ㈜ Health Research  

Sloan Kettering Institute for Cancer Research   

 뉴욕 시 Columbia University 이사회 

2년간 30만 달러를 지원받는 기관: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대표 기관 Yeshiva University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15개월간 75,000 달러를 지원받는 기관:  

The Research Foundation for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College  
at Old Westbury 

Hunter College   대표 The Research Foundation of City University of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Veterans Administration of New York, Harbor Healthcare System   대표 ㈜ 

Narrows Institute for Biomedical Research and Education  
Weill Medical C  ollege of Cornell University 
The Research Foundation for SUNY at Binghamton University   

Stratton Veterans Administration Medical Center   대표 ㈜ Albany Research 

Institute 
Hauptman  -Woodward Medical Research Institute 
Riverside Research Institute    

Unive  rsity at Albany 대표 The Research Foundation for SUNY 

The Research Foundation for SUNY Upstate Medical University   

City College of New York   대표 The Research Foundation of CUNY 

SUNY Downstate Medical Center   대표 The Research Foundation for SUNY 

Fordham Un  iversity 
 

전립선암은 뉴욕 시 남성에게서 피부암 다음으로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질병이다. 일생 

중 전립선암에 걸리는 남성 비율은 6분의 1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전립선암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남성에게서 발병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남성이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경우 뉴욕 주의 Medicaid Cancer 

Treatment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 safeny.ny.gov 

웹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전립선암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health.ny.gov/diseases/cancer/prostate/ 

웹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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