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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새로운 유방암 검진 계획 및 조기 발견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주 

차원의 풀뿌리 캠페인 개시 

 

새로운 캠페인은 뉴욕 주민들에게 병원에서의 검진 시간을 연장하고, 검진 절차에 대한 

보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에 관해 홍보 

 

유방암 검진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한 국내에서 가장 공세적인 노력의 일환인 

“Get Screened, No Excuses” 계획을 강화시킴 

 

풒뿌리 캠페인 노력에는 선출직 공무원 및 유방암 대응 옹호자들과 함께 주 전역의 대상 

지역에서 진행하는 행사가 포함될 것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유방암 검진의 중요성과 주 전역의 200개가 넘는 

병원과 클리닉에서 새로이 연장된 검진 시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풀뿌리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Get Screened, No Excuses” 계획의 일환으로 주 전역에서 

새로이 진행되는 이 캠페인은 주지사가 정기 검진 및 유방 촬영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서 6월에 서명한 법률에 뒤이어 시행되는 것이며, 이 조치는 조기 발견을 가능하게 

만들고, 가장 효과적일 때 치료가 시작될 수 있게 보장하며, 2016년 시정연설에서 발표된 

주지사의 일련의 유방암 대응 계획들을 강화시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 발견은 유방암 치료에 대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유방암이 우리 주민들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어떠한 뉴욕 주민도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분노, 걱정 및 불안을 경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제적 배경이나 바쁜 일정을 불문하고, 

장애가 되는 사항을 철폐하고, 모든 여성이 조기에 이 질병을 확인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국가적으로 가장 강력한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을 추진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방암을 치료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주민들이 변명의 여지 없이 검진을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조기 검진에 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입니다.” 

 

주지사는 오늘 Washington Heights에 있는 Dyckman Houses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주 

상원의원 Adriano Espaillat, 주 하원의원 Guillermo Linares, 공적 옹호자 Letisha James 

및 시 협의회 대변인 Melissa Mark-Viverito가 참석한 가운데 이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Cuomo 주지사, Kathy Hochul 부지사 및 주 커미셔너들은 유방암 대응 활동 옹호자들과 

협력해서, 주 전역에 걸쳐 이 행사를 진행하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여정에 참석할 것입니다. 각 지역에서, 뉴욕 주민들이 근처의 검진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부 담당자들이 연장된 진료시간을 제공하는 병원들의 위치와 전화번호가 

기재된 인쇄물을 안내하고 배포할 것입니다. 

 

6월에 Cuomo 주지사는 공중 인식 캠페인,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 환자 네비게이터 및 

이동식 유방 촬영 서비스 차량을 포함해서, 유방암에 대한 인식 및 검진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016년 시정연설에서 발표된 투자금 9,100만 달러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률 및 캠페인에서는: 

 평일의 전형적 근무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동안 유방 촬영을 받기 

어려운 여성을 돕기 위해서 200개 이상의 병원 및 병원에서 운영하는 

클리닉으로 하여금 주당 최소 4시간 동안 검진 시간을 연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연장 시간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포함됩니다.  

 40대 여성에 대한 연례적 유방 촬영 등과 같이, 현재의 연방 검진 

가이드라인보다 더 빈번하게 여성에게 제공되는 것을 포함해서, 검진을 위해 

시행하는 모든 유방 촬열에 대해서 부과되는 연간 공제금, 공동 부담금 및 일부 

부담금(“비용 분담”)을 철폐합니다.  

 진단적 유방 촬영, 유방 초음파 검사, 그리고 유방암 고위험 상태인 여성에 

대한 유방 MRI를 포함해서, 유방암에 대한 진단적 영상 촬영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분담을 철폐합니다. 그 결과, 기본 유방 촬영 이외의 검사를 필요로 하는 

여성은 이러한 가장 통상적인 진단 검사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외 경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인구 1백만 명 이상인 도시의 공무원들에게 현재 매년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4시간의 휴가가 허용되는 뉴욕주 공무원들과 동일한 처우를 제공합니다. 현재 

뉴욕주 법률에서는 모든 공공기관의 고용주들이 유방암 검진을 위해서 매년 

4시간의 휴가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뉴욕시의 공무원들은 주 전역의 다른 모든 공무원들과 동일한 헤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환자 네비게이터와 함께 검진 전 과정에 걸쳐 안내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이동식 유방 촬영 서비스 차량을 통해서 주 전역의 지역사회로 검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유방암 검진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뉴욕주 유방암 핫라인 1-866-442-

CANCER (2262)로 전화 연락하세요. 이 전화 회선은 주 7일, 하루 24시간 내내 운영되며, 

영어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뉴욕 주민들은 전화번호 

81336으로 “Get Screened”라고 문자를 보냄으로써, 근처에서 연장 진료 시간을 

제공하는 검진 장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뉴욕주의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www.ny.gov/getscreened를 방문하세요.  

 

뉴욕시에서 연장 검진 시간을 제공하는 시설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Manhattan 
 
St. Luke's Roosevelt Hospital Center  
1111 Amsterdam Avenue 
212-523-4267 
 
Beth Israel Phillips Ambulatory Care Center 
10 Union Square East 
212-844-8880 
 
New York-Presbyterian Lower Manhattan Hospital 
170 William Street 
212-312-5179 
 
Avon Foundation Breast Imaging Center 
1130 St Nicholas Avenue 
212-851-4516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 
300 E 66th Street 
646-227-3700 
 
Breast Exam Center of Harlem 
163 West 125th St. 
212-531-8000 
 
Midtown Medical Pavilion NY Radiology 
1790 Broadway 
212-772-3111 
 
Lenox Hill Hospital 
100 East 77 Street 
212-439-2900 
 
Mount Sinai/Beth Israel Comprehensive Cancer Center 
325 West 15th St 
212-604-6009 
 
Mount Sinai Hospital Cam Building 
17 E 102nd Street 

http://www.ny.gov/getscreened


212-824-7700 
 
Metropolitan Hospital Center 
1901 First Avenue 
212-423-8347 
 
NYU Clinical Cancer Center 
221 Lexington Avenue 
212-731-5002 
 
Queens 
 
NYU Langone at Columbus Medical  
97-85 Blvd, Rego Park 
718-261-8686  
 
The Mount Sinai Hospital of Queens  
25-10 30th Avenue, Long Island City 
718-808-7500  
 
The New York-Presbyterian Hospital of Queens  
56-45 Main Street, Flushing 
718-670-1050  
 
Queens Hospital Center  
82-68 164th Street, Jamaica 
718-883-4509  
 
St. John’s Episcopal Hospital  
327 Beach 19th Street, Far Rockaway 
718-869-7780  
 
Elmhurst Hospital Center  
79-01 Broadway, Elmhurst 
718-334-2061  
 
Bronx 
 
Bronx Lebanon Hospital Center 
1650 Grand Concourse 
718-518-5270 
 
North Central Bronx Hospital 
3424 Kossuth Avenue 
718-519-3087 
 



Montefiore Medical Center North Division 
600 East 233rd Street  
718-920-9188 
 
St Barnabas Hospital 
4422 Third Avenue 
718-960-6162 
 
Montefiore Imaging Center at the Greene Medical Arts Pavilion 
3400 Bainbridge Avenue 
718-920-5400 
 
Brooklyn 
 
The Brooklyn Hospital Center 
121 DeKalb Avenue  
718-250-8240  
 
Coney Island Hospital 
2601 Ocean Parkway 
718-616-3794 
 
Interfaith Medical Center 
1545 Atlantic Ave 
718-613-4408 
 
Mount Sinai Brooklyn 
3201 Kings Highway 
718-951-2930 
 
Kingsbrook Jewish Medical Center 
585 Schenectady Ave 
718-604-5461 
 
Maimonides Breast Center at Maimonides Medical Center 
745 64th Street 
718-765-2560 
 
New York Methodist Hospital 
506 Sixth Street 
718-780-5029 
 
Woodhull Medical and Mental Health Center 
760 Broadway 
718-963-5889 
 



Kings County Hospital Center 
451 Clarkson Ave 
718-245-4422 
 
Brookdale University Hospital 
1 Brookdale Plaza  
718-240-8270 
 
Wyckoff Heights Medical Center 
374 Stockholm Street 
718-963-2090 
 
SUNY/Downstate Medical Center University Hospital 
450 Clarkson Ave 
718-270-1620 
 
Staten Island 
 
Regional Radiology 
360 Bard Avenue 
718-605-6500 
 
The Breast Imaging Center at Staten Island 
256 Mason Ave 
718-226-1333 
 
Richmond University Medical Center 
355 Bard Ave 
718-818-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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