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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전국 뚜렛 증후군 인식의 달(NATIONAL TOURETTE SYNDROME 

AWARENESS MONTH)을 맞아 토요일 마리오 엠 쿠오모 브리지(MARIO M. CUOMO 

BRIDGE)에 청록색 불 켤 것 지시  

  

약 200,000명의 미국인이 심각한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 사례 진단을 

받았다고 추정  

  

미국의 아동, 5세부터 17세 사이 160명 중 1명이 해당 증후군에 걸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전국 뚜렛 증후군 인식의 달(National Tourette 

Syndrome Awareness Month) 종료를 나타내기 위해 6월 15일 토요일 저녁 마리오 엠 

쿠오모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에 청록색 불을 켜라고 

지시했습니다.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은 평생의 고통이며 전국 신경 장애 및 

뇌졸증 협회(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al Disorders)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 

200,000명이 가장 심각한 형태의 상태를 진단받았다고 추정됩니다. 그보다 많은 수의 

미국인은 음성틱 같이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에 관련된 약한 증세를 

보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것보다 더욱 일반적입니다. 이 불치병의 치료법이 이용 가능하지만 환자와 가족은 

자주 금전적 부담을 느낍니다. 저는 인식을 고취하고 전국 뚜렛 증후군 인식의 

달(National Tourette Syndrome Awareness Month)의 종료를 나타내기 위해 토요일 

저녁 마리오 엠 쿠오모 브리지(Mario M. Cuomo Bridge)에 청록색 불을 켜 평생의 병을 

진단받은 분들을 기릴 것을 지시합니다."  

  

미국 뚜렛 협회(Tourette Association of America)에 따르면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은 여자 아이들보다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날 확률이 세 배에서 다섯 배 

높다고 합니다.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의 치료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치료하려면 다수의 약물과 치료법이 따르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할 비용이 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번 주, 뉴욕주 상원은 Cuomo 주지사가 전국 뚜렛 증후군 인식의 달(National Tourette 

Syndrome Awareness Month) 기념과 함께 2019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뉴욕주 



 

 

뚜렛 증후군 인식의 달(Tourette Syndrome Awareness Month)로 선언한 것을 기념하는 

입법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뚜렛 증후군 인식의 달(National Tourette Syndrome Awareness Month)은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을 위해 연구를 시행하고 사회적으로 수용할 기회입니다. 수천 명의 뉴욕 

가족은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의 낙인을 

없애고 인식을 높이면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원 다수당은 

뉴욕주 전역에서 이 질병의 영향을 받는 아동, 가족, 개인을 위해 계속해서 전념할 

것입니다."  

  

Carl Heastie 뉴욕주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은 이번달에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을 장려하며 주 전역 지역사회에 이 복합 질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기 위해 일하면서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의 영향을 받는 모든 

뉴욕 주민에 편에 서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다리 조명이 뉴욕 주민들과의 연대를 

상징하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Shelley Mayer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국 뚜렛 증후군 인식의 

달(National Tourette Syndrome Awareness Month)을 맞이하여 마리오 엠 쿠오모 

브리지(Mario M. Cuomo Bridge)에 청록색 불을 켜기로 한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은 특히 아동에게 힘들 수 있는 만성 

질환입니다.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에 걸린 분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포용과 이해를 장려하는 미국 뚜렛 협회(Tourette Association of America)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청소년 앰배서더(Westchester County Youth Ambassadors)에 

감사드립니다."  

  

미국 뚜렛 협회(Tourette Association of America)의 Helene Walisever 허드슨 밸리 

지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리 불빛은 널리 잘못 알려진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려는 저희의 임무를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뚜렛(Tourette)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장려하면 이 질병에 걸린 아동과 성인의 건강 및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미국 뚜렛 협회(Tourette Association of America)의 Alexandra Cuttler 청소년 

앰배서더 겸 하츠데일(Hartsdale) 거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뚜렛 증후군(Tourette 

Syndrome)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토요일 밤에 

마리오 엠 쿠오모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에 불을 켜기로 하신 

Cuomo 주지사님과 선출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대로 진단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필요한 도움을 가능한 한 빨리 받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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