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0월 23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유방암 인식의 달을 기념하여 뉴욕주 랜드마크를 핑크색으로 수놓을 

것을 발표 

  

2019년에 240만 명 이상의 여성이 유방암 선별 검사를 받아 

  

뉴욕주 보건부는 선별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멀티미디어 캠페인을 개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Alfred E. Smith 주정부 

빌딩(Alfred E. Smith State Office Building),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미드 허드슨 브리지(Mid-Hudson 

Bridge),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및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가 유방암 인식의 달(Breast Cancer 

Awareness Month)을 기념하기 위해 분홍색으로 점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 사이에 가장 흔한 암 중 하나이며, 뉴욕주 여성 암 사망의 2번째 주요 원인입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는 동안 여성들은 여전히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뉴욕주 여성 중 16,200명 이상이 유방암 진단을 받으며, 약 2,500명이 

해당 암으로 사망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이 심각할 때 많은 뉴욕 

주민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지 못했지만, 비응급 의료 진료에 대한 제한이 

해제되었으므로 여성들이 유방암 선별 검사를 새로이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뉴욕의 모든 여성이 이 생명을 구하는 선별 검사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는 10월 1일에 다단계 종합 미디어 캠페인을 

개시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최근 선별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방 조영술을 

받도록 장려합니다. 캠페인 자료는 고위험 그룹 여성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유방암 및 선별 검사에 대한 두려움과 오해를 다룹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V4Oew_Ov-LDcLUq3aCpEMyuNThVW4o8#_blank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YV4Oew_Ov-LDcLUq3aCpEMyuNThVW4o8#_blank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방암 인식의 달 동안, 우리는 뉴욕 

주민이 선별을 받기 위한 자원과 서비스를 강조하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계속 싸우는 중 

이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방암 연구와 개발에 큰 진보를 

이루었으며, 개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는 뉴욕주를 주민과 가족들에게 더 안전하고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문제에 주목을 청할 수 있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뉴욕에서 지난 2년 동안 유방 조영술을 받았다고 보고한 만 50세에서 74세 사이의 

여성들이 2018년의 82.1%에서 2019년에 83.3%로 증가했습니다. 미국 예방 서비스 

태스크포스(United State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는 만 50세에서 74세 사이의 

여성이 2년마다 유방 조영술을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만 40세에서 49세 사이의 여성, 

가족력이나 유방암에 대한 기타 위험 요인을 가진 여성, 그리고 유방에 증상 또는 변화가 

생긴 여성들은 어떠한 선별 검사 일정이 그들에게 알맞은지에 대해 의사와 상의해야만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 선별 검사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선별 검사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저는 뉴욕주 전역의 여성들에게 치료가 더 쉬울 조기에 암을 발견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유방암 검사를 연기해야 했던 여성들이 이제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진료실과 

유방조영술 기관을은 코로나19 표준 안전 조치를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예약 전에 

환자에게 증상을 묻고, 직원과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며, 유방조영술 

장비와 대기실을 자주 소독 및 청소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진료실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여성들은 예약 전에 보건의료 제공자와 자신의 전반적인 건강 

및 유방암 위험에 대하여 상의해야 합니다.  

 

다양한 뉴욕주 이니셔티브는 증가한 선별 검사율에 이바지하며, 이는 모든 카운티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게 선별 검사를 제공하는 뉴욕주 암 서비스 프로그램(New 

York State Cancer Services Program)을 포함합니다. 또한 주정부는 여성들에게 선별 

검사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도록 격려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 카운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유방조영술 프로그램과 여성에게 일대일 지원을 제공하는 환자 탐색 프로그램 등 선별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2016년 이래로 시행된 주법은 선별 시간을 연장하고 공무원에게 선별 검사를 위해 유급 

휴가를 지급함으로써 여성들이 더 쉽게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2019년 8월에 대형 그룹 보험 회사가 만 35에서 39세 여성에 대해 

의료상 필수적인 유방 조영술 검사에 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섀넌법(Shannon's Law)에 서명했습니다. 

  

유방암 선별 검사는 메디케이드(Medicaid) 및 뉴욕주 보건(New York State of Health)에 



참여하는 건강 보험을 포함한 대부분의 건강 보험에 적용됩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선별 검사 프로그램 및 기타 뉴욕주 유방암 프로그램(Breast Cancer 

Program)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지지와 인식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동안 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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