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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CANALSIDE에서에서에서에서 암암암암 극복자에게극복자에게극복자에게극복자에게 희망의희망의희망의희망의 다리다리다리다리 헌정헌정헌정헌정 발표발표발표발표 

 

환자들이환자들이환자들이환자들이 암암암암 극복극복극복극복 후의후의후의후의 삶을삶을삶을삶을 기념하는기념하는기념하는기념하는 상징적상징적상징적상징적 장식장식장식장식 종을종을종을종을 매달다매달다매달다매달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Canalside의 Commercial Street 브리지를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희망의 다리”로 헌정함을 발표하였습니다. 헌정식의 일환으로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의 환자들이 다리에 모여 장식 종을 다리에 매닮으로써 암 극복을 

기념하였습니다. 기념식은 Roswell Park와 Canalside가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장식 종의 

사진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암환자가 치료를 마치면 종을 울려 기념하는 전통이 전국의 암센터들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Buffalo시의 이 상징적 장소에 있는 Canalside의 희망의 다리는 암 

극복자들에게 그들의 생존을 기리기 위한 종을 매달 기회를 제공합니다. 

 

“암 극복자들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강하고 용감한 분들입니다”라고 Cuomo 

지사는지사는지사는지사는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analside의 희망의 다리는 생존자들이 이 병을 극복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될 것이며, 그들 모두의 집념과 인내를 상기시킬 것입니다. 

본인은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가 이 프로젝트를 현실로 만들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많은 뉴욕주민들이 암에서 살아나도록 도와주셔서 찬사를 드립니다.” 

 

암암암암 극복자이고극복자이고극복자이고극복자이고 Roswell Park Patient Care Services의의의의 부회장인부회장인부회장인부회장인 Maureen Kelly, RN, 

M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희망의 다리는 암환자의 여정에서 이 의미 깊은 

이정표를 기념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 종을 울리는 환자에게 치료는 

끝났지만 그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암이 재발할지 또는 언제 재발할지를 

궁금해 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들은 이번이 이 싸움을 싸워야 할 마지막 

때이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삶에서의 여러 상황들을 더욱 명료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내적 힘을 갖고 살아갑니다.” 

 

2009년에 진행된 유방암으로 진단 받은 Averl Anderson은 유방암 예방을 위한 그리고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열정적 옹호자가 됨으로써 암 극복을 포용하였습니다. 오늘 

그녀는 장기 생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내놓았습니다. 

 

“희망의 다리는 행운과 좋은 의학을 경외하며 설 곳입니다”라고 Anderson은은은은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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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은 인생 교훈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희망의 다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가 암환자로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반추하고 앞으로의 순간과 날들을 포용할 장소입니다.”  

 

ECHDC 회장회장회장회장 Robert Gioia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은 암 극복을 기념하는 이 오랜 전통에 동참하여 기쁩니다. Canalside 희망의 

다리는 앞으로 암 극복의 이정표를 인식하기 위한 목적지가 될 것이며 암 진단 후의 삶이 

보람 있고 영감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Phillips Lytle LLP의의의의 파트너파트너파트너파트너 변호사인변호사인변호사인변호사인 Kenneth A. Manning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Phillips Lytle는 희망의 다리에서 Roswell Park와 제휴하여 자랑스럽습니다. 암은 우리 

모두의 삶을 건드리는 것인데 희망의 다리는 극복하신 분들의 의미 깊고 영향력 있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뒷마당 Canalside에 그 상징을 가지게 되어 영광입니다.” 

 

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상원의원 Tim Kennedy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암 극복자들 대다수는 여러 달의 

치료, 약물의 부작용, 수 많은 병원 방문을 견디어 내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희망의 다리를 통해 뉴욕주 서부 지역의 모두는 암 극복자들과 함께 그 

힘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투쟁이나 승리에서 홀로가 아님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자들이 이 병을 물리치도록 열심히 수고하신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같은 커뮤니티 파트너들과 그들이 암 극복 이정표를 기념하도록 도와주신 Cuomo 

지사와 Phillips Lytle LLP에 감사드립니다.” 

 

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하원의원 Crystal Peoples-Stokes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암 극복자들과 그 가족은 

뉴욕주 서부 지역 모두의 지지를 받습니다.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희망의 다리는 

우리 커뮤니티의 지지를 상징합니다. 치료가 끝나고 지속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암 

극복 길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인은 Canalside의 Commercial Street 브리지를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희망의 다리로 헌정하신 Cuomo 지사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Sean Ryan 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하원의원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analside의 희망의 다리는 뉴욕주 

서부 지역의 암 극복자들을 위한 영감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본인은 Canalside에 이 

중요한 추가를 하기 위해 제휴하신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와 Erie Canal Harbor 

Development Corporation에 감사드립니다. 본인은 Buffalo 수변에 위치한 희망의 다리가 

암 극복자들과 가족들에게 위안과 힘을 가져올 것임을 압니다.” 

 

Erie 카운티카운티카운티카운티 집행관집행관집행관집행관 Mark Poloncarz는는는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Canalside는 희망의 

다리를 위해 완벽한 장소로서 암 극복자와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생명을 기념하기 

위해 함께 올 이상적 장소를 제공합니다. 매일이 선물인데 이 다리는 오늘이라는 선물과 

내일이라는 희망을 즐기기 위한 모임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Buffalo 시장시장시장시장 Byron Brown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Buffalo는 운좋게도 많은 빌트인 

자산을 갖고 있는데 Canalside의 새 Roswell Park Cancer Institute 희망의 다리를 

포함하여 재활성화된 우리 다운타운 수변은 암환자와 암 극복자들에게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훌륭한 장소입니다. 환자들이 암치료의 끝을 나타내기 위해 종을 울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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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의 소리’를 듣는 것은 다른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오랫 동안 격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암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희망을 안겨주시는 Andrew Cuomo 지사와 

Roswell Park에 감사드립니다.” 

 

암 생존자들의 독특한 의학적 니즈를 인식한 Roswell Park는 이번 봄에 신축된 Roswell 

Park Clinical Sciences Center 내에 생존자센터를 열 것입니다. 적극적 치료가 완료되면 

환자들은 유방 촬영, 대장내시경검사, 영양 지도, 통증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여 

암에 관련된 케어 및 후속 조치를 위해 전문 클리닉에 다닐 것입니다. 

 

희망의 다리는 다음 3년 동안 Canalside에 유지될 것입니다. Phillips Lytle LLP는 적극적 

치료의 완료시 Roswell Park 환자들에게 제공될 은색 종의 후원자입니다. 종은 또한 

Roswell Park의 선물 가게, ANNARLETTE Contemporary Women’s Fashion 

Boutique(3959 Main St., Buffalo, NY 14226) 및 HarborCenter와 Hertel Avenue에 있는 

Modern Nostalgia의 두 매장을 포함하여 참여 소매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다리 행사를 위한 음료수는 Dunkin’ Donuts가 기증하였습니다.  

 

희망의 다리는 Pearl Street와 Perry Boulevard의 교차로 인근 Commercial Street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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