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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유방암유방암유방암유방암 인식을인식을인식을인식을 제고하기제고하기제고하기제고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GEORGE WASHINGTON 브리지와브리지와브리지와브리지와 ONE 

WORLD 무역센터무역센터무역센터무역센터 첨탑이첨탑이첨탑이첨탑이 핑크색으로핑크색으로핑크색으로핑크색으로 빛날빛날빛날빛날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유방암유방암유방암유방암 인식의인식의인식의인식의 달달달달 동안에동안에동안에동안에 뉴욕주민들을뉴욕주민들을뉴욕주민들을뉴욕주민들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100여건의여건의여건의여건의 암암암암 선별선별선별선별 검진검진검진검진 행사행사행사행사 개최개최개최개최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하여 뉴욕주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가장 상징적인 구조물 2개인 George Washington 브리지와 One World 무역센터 

첨탑이 10월 6일 오늘 밤 핑크색으로 빛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방암은 여성들 

사이에 가장 흔한 암 중의 하나이고 뉴욕주 여성들 사이에 암 관련 사망의 두 번째 큰 

원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퇴치를 위해 또 한 걸음 전진하고 

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유방암과의 싸움이라면 조기 검사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주 전역의 여성들이 이 달에 제공되는 많은 무료 검진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는 이 질병의 악몽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408 피트 높이의 One World 무역센터 첨탑이 오늘 밤 6시 27분에 핑크색으로 켜질 

것입니다. George Washington 브리지의 LED 목걸이 등 156개도 오늘 밤에 핑크색으로 

빛날 것이며 10월 한 달 내내 핑크색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뉴욕주에서는 매년 약 15,000명의 여성들이 유방암으로 진단되며, 약 2,700명의 

여성들이 이 병으로 사망합니다. 40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은 유방암 검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달에 여러분의 지역에서 개최되는 검진 행사에 대해 알아보려면 1-866-442-

CANCER (2262)로 전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금년은 전국 유방암 인식의 달 30주년입니다. 이 행사는 유방암 인식을 제고하고 이 병의 

원인,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연구 기금을 모으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분홍색은 이 운동을 

위한 연대의 공통 상징이 되었습니다.  
 

One World 무역센터 첨탑을 촬영하는 데 관심 있는 언론 매체는 현장 주변의 Churc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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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ty가, Greenwich가 및 Vesey가를 포함하여 어느 거리에서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George Washington 브리지의 목걸이 조명은 다음 New Jersey 장소 중 어디에서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 Fort Lee Historic Park, 브리지 바로 남쪽의 Hudson Terrace 

• Rockefeller Overlook, Palisades Interstate Parkway North의 출구 1의 북쪽 
 

항만청 작업 요원들이 George Washington 브리지의 LED 등 정기 정비시에 브리지의 등 

색깔을 바꾸었습니다. 
 

유방암 선별 검진은 필수 건강 급부이기 때문에 뉴욕주 보건 시장에 참여하는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모든 건강보험이 보장합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여성들을 위해 

뉴욕주 암 서비스 프로그램이 유방, 자궁경부 및 대장암 무료 검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은 전주의 남녀 30,000여명에게 24,500여건의 유방촬영상과 

21,500여건의 임상 유방 검사를 포함하여 유방, 자궁경부 및 대장암 검진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욕주 암 서비스 프로그램은 보험이 없는 적격 뉴욕주민들을 해당 지역의 의원 및 

병원을 통해 양질의 암 검진에 연결시켜줍니다. 이 달 본인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는 CSP 

검진 행사에 대해 알아보려면 1-866-442-CANCER (2262)로 전화하거나 여기를 

클릭하여 현지의 암 서비스 프로그램을 찾아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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