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서퍽 카운티 암 연구 지역에서 나타난 더 높은 암 발생률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 발표  

  

지역 암 예방 기금 지원을 위해 최대 675,000달러를 제공하는 새로운 보조금 기회  

  

심한 흡연력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담배 사용을 줄이고 폐암 검진을 늘리기 위한 

중재를 확인하는 업무를 지역 연합에 배정  

  

뉴욕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 연구 결과 주 전체 평균 두 배에 달하는 

담배 사용이 서퍽 카운티의 센테리치, 파밍빌 및 셀덴 지역의 폐암 및 방광암 발병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요인임을 발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센테리치, 파밍빌과 셀덴 지역을 포함한 서퍽 카운티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난 암 발생률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연구에 따르면 주 전체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이 지역의 담배 사용량이 특정 암 발생 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이 계획은 금연 자원을 확인하고 고위험군 주민들의 폐암 검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폐암의 위험이 큰 사람에게 검사를 시행하면 이 질병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지만, 여전히 이 기술의 활용도가 낮습니다.  

  

또한, 주지사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담배 사용을 

줄이고 위험이 큰 인구의 폐암 검진을 늘리기 위한 전략을 개발 및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지역의 흡연율은 27%이며 서퍽 카운티는 16%, 주 전역은 14%입니다. 

또한, 이 이니셔티브에는 지역 암 예방 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 동안 연간 

225,000달러를 지원하는 총 675,000달러의 지역사회 암 예방 대책(Community Cancer 

Prevention in Action) 보조금이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 전역에서 암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고위험군인 개인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는 수천 명의 흡연자가 

중독적이고 치명적인 습관을 중지하고 서퍽 카운티 지역사회의 검진율을 높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역사회 암 예방 대책(Community Cancer Prevention in Action)은 뉴욕주 전역의 여러 

지역사회의 지역 암 예방 및 위험 해소 개입을 지원하는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프로그램입니다. 보건부(DOH)는 서퍽 카운티 암 예방 및 건강 증진 

연합(Suffolk County Cancer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Coalition)과 협력하며, 

서퍽 카운티 보건 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커미셔너인 James 

Tomarken 박사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넓은 범위의 회원 조직을 

포함합니다.  

  

연령과 흡연력에 따라 폐암 위험이 큰 성인에게는 저선량 컴퓨터 단층 촬영(저선량 CT 

스캔)을 이용한 폐암 검진을 권장합니다. 검사는 치료의 효과가 더 좋은 조기에 폐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권고대로 폐암 검진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보건부는 백혈병, 특히 어린아이들의 발병률 증가 또한 조사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들을 조사하여 발병률 증가를 설명하는 위험 요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폐암, 방광암, 갑상선암, 백혈병의 증가로 인해 롱아일랜드에서 이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Health)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보건부는 사람들과 적절한 예방 자원을 더 

잘 연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연구 지역의 건강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이 자금을 통해 

우리의 카운티 파트너들은 현재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서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가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관계자와 연구 결과에 관해 

토론하고 질의 응답하는 회의가 11월 12일 저녁 7시 서퍽 카운티의 다음 장소에서 

열립니다.  

  

시드니 겔버 강당(Sidney Gelber Auditorium), 학생 활동 센터(Student Activities Center)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스토니브룩(Stony Brook)  

100 Nicolls Road, Stony Brook NY 11794  

  

연구 대상인 서퍽 카운티 연구 지역 외에도 스태튼 아일랜드(리치몬드 카운티), 이스트 

버펄로/웨스턴 치크토와가(이리 카운티), 워런 카운티가 높은 암 발병률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주 특정 지역의 암 발생률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 전역의 암 예방 및 검진 노력을 더 잘 알리고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의 잠재적인 동향을 조사하면 

보건부에서 어떤 암 예방 중재를 추진해야 하는지, 어떤 진단 및 치료 서비스가 환자와 

자원을 연결할 때 가장 도움이 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url?k=87cc925e-dbeaaa60-87ce6b6b-000babda0031-4b76438fdd4e9d54&q=1&u=https%3A%2F%2Fwww.suffolkcountyny.gov%2FDepartments%2FHealth-Services%2FCancer-Prevention-andHealth-Promotion-Coalition%2FOrganizations-and-Committees%23Member
https://www.health.ny.gov/diseases/cancer/docs/cfs_executive_summary_2019.pdf


 

 

법에 따라 뉴욕에서 진단되거나 치료되는 모든 암 사례는 해당 보건 서비스 제공자가 

뉴욕주 암 레지스트리(New York State Cancer Registry)에 보고합니다. 뉴욕주 암 

레지스트리(New York's Cancer Registry)는 1940년에 미국 최초의 암 레지스트리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에서 우수한 레지스트리(Registry of Excellence)로 지정되고, 레지스트리의 

시기적절함, 완전성과 정확성을 인정받아 북미 센트럴 암 레지스트리 협회(North 

American Association of Central Cancer Registries)의 골드 인증(Gold Certification)을 

받는 등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지역 암 연구는 암 레지스트리(Cancer Registry)에 보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다른 

출처의 데이터로 보강되었습니다. 지역의 인구 통계 및 사회 경제적 지위, 흡연 등의 행동 

및 생활 방식 요인, 그리고 각 지역의 직업 및 산업 역사가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부(DOH)는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와 협의하여 

환경 요인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어떤 연구 

영역에서도 암 발병률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비정상적인 환경 노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제공됩니다.  

  

John J. Flanaga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지역 단체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검사를 더 많이 받게 하는 것과 함께 이러한 

교육적 접근 방식으로 모든 연령대의 거주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헌신해주신 Cuomo 주지사와 이러한 협력적인 노력을 계속해주신 현장의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  

  

Steve Englebright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센테리치, 셀덴 및 

파밍데일의 암 발생률이 높아진 것에 대응하여 뉴욕주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가 실시한 연구에서 담배가 해당 지역의 특정 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흡연 주민들을 돕고, 고위험 인구의 폐암 

검진을 늘려 조기 및 치료가 가능한 단계에 질병을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역사회 암 클러스터에 대한 행동 지향적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Steve Bellone 카운티 행정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금연에 있어 금연 

노력이 행동을 변화하고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서퍽 카운티 지역사회의 보건 및 안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행동, 추가 자원 및 

파트너십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William R. Spencer 서퍽 카운티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배 사용이 이러한 서퍽 

카운티 지역사회의 암 증가율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는 주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 공중 보건 문제를 해결할 모든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서퍽 카운티는 주민들에게 흡연을 중단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https://www.health.ny.gov/diseases/cancer/cancer_research_initiative/


 

 

담배 제품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건부(Health Department)의 노련하고 헌신적인 보건 교육자들이 이 연구를 활용하여 

영향받는 지역사회를 가장 잘 돕고 교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브룩헤이븐 타운의 Ed Romaine 타운 슈퍼바이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암에 대한 

발견은 저와 타운 위원회(Town Board) 전체의 심각한 관심사입니다. 청년부(Youth 

Bureau)는 청년들을 교육하고 사람들이 습관을 벗어나도록 돕는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통해 수년 동안 이 문제를 앞장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주지사의 노력을 지지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이러한 암 발병률을 낮추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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