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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0월 14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AIDS 확산을확산을확산을확산을 끝낼끝낼끝낼끝낼 계획을계획을계획을계획을 수립하는수립하는수립하는수립하는 태스크태스크태스크태스크 포스포스포스포스 발표발표발표발표 

 

태스크태스크태스크태스크 포스는포스는포스는포스는 2020년까지년까지년까지년까지 연간연간연간연간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HIV 감염을감염을감염을감염을 750까지까지까지까지 줄이기줄이기줄이기줄이기 위해위해위해위해 3가지가지가지가지 계획계획계획계획 구현을구현을구현을구현을 담당담당담당담당 

 

추가추가추가추가 그룹은그룹은그룹은그룹은 태스크태스크태스크태스크 포스포스포스포스 조종을조종을조종을조종을 돕고돕고돕고돕고 AIDS 확산의확산의확산의확산의 끝을끝을끝을끝을 위한위한위한위한 노력을노력을노력을노력을 홍보할홍보할홍보할홍보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에서 에이즈를 퇴치할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태스크 

포스의 구성원을 발표했습니다. 곧 2개의 자문단에 의해 보충될 태스크 포스는 2020년까지 새로운 

HIV 감염의 수를 연 750까지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입니다. 모든 3 단체는 뉴욕 전역에서 

전문가 및 지역 사회의 옹호자들로 구성될 것이고 주지사의 계획에 맞추어 공공 봉사 활동과 인식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HIV/AIDS 우리 주에서 너무 오랜 시간 가족들을 괴롭혀 왔으며 우리는 함께 이 전염병에 종지부를 

찍을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질병은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가 이를 빨리 깨달아야 우리는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을 검사와 치료를 끝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계획의 구현을 위해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의 기여는 우리 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확산확산확산확산 퇴치를퇴치를퇴치를퇴치를 위한위한위한위한 3개의개의개의개의 주요주요주요주요 단체는단체는단체는단체는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1. Cuomo 주지사의 3가지 계획의 지원으로 설립된 태스크 포스는 권장 사항을 개발하고 

발행하며 전염병 퇴치를 위한 뉴욕의 청사진의 초안을 작성할 것입니다. 4개의 분과 

위원회는 예방, 관리, 데이터, 주택 및 지원 서비스(구성원은 아래에 나열)에 구체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2. HIV와 AIDS에 상당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주 및 지역 공무원으로 구성될 공공 공식 

자문단은 태스크 포스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3. 공공 인식 대사들은 HIV/AIDS와 관련된 오명을 줄일 주지사의 계획을 촉진하고 인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LGBT와 AIDS 인식 옹호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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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식 자문단과 공공 인식 대사의 구성원들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HIV 감염의 총 수가 HIV 관련 사망자의 수 이하로 떨어질 때 뉴욕의 AIDS 확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월에 Cuomo 주지사는 기존 HIV 감염자 대비 신규 HIV 감염자의 숫자가 처음으로 

감소되는 지점까지 감소를 위한 세가지 지점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 진단 미확정으로 남아 있는 HIV 보유자를 식별하고 건강 보험과 연결; 

2. HIV 진단 미확정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을 건강 보험으로 연결하고 항 HIV 치료를 받게 

하여 HIV 바이러스의 억제를 극대화하고 추가적인 감염을 방지; 

3. HIV 음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사전 노출 예방(PrEP)에 대한 

접근을 제공. 

 

“이러한 노력은 생명 보호, HIV의 전염 중단 치료 및 생명을 구하는 능력을 최대화하며 뉴요커들의 

건강을 개선할 것입니다.”라고 주 보건 국장 대행 Howard Zucker 박사, M.D., J.D가 말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국가 최악의 HIV 전염의 역사에서 새로운 감염이 드물고 질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몇 가지 합병증으로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가 전체에서 어느 곳도 HIV 진단 수치가 감소하지 않았지만, 지난 10년간 뉴욕 주에서는 새로운 

HIV 사례에서 40%의 감소가 있었고 인종, 민족, 성별, 연령 위험 등 모든 범주에 걸쳐 HIV 발병에서 

중요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새로운 진단된 HIV 감염의 숫자는 수년 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지만, 

HIV/AIDS와 함께 살고 있는 뉴욕 주민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HIV 감염자들도 이제는 

정상적인 수명을 살 수 있고 HIV/AIDS의 사망자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의 태스크 포스는 10월 14일부터 5 차례에 걸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회의들은 

주지사의 웹 사이트의 웹 캐스트를 통해 공개되고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http://www.governor.ny.gov/. 1차 회의는 10월 14일 화요일 Troy Hilton Garden Inn에서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될 것이며이후 회의는 수도권과 뉴욕 시에서 교대로 개최할 것입니다. 

 

Elton John AIDS 재단의 설립자인 Elton John은 “Cuomo 주지사는 HIV/AIDS가 정의와 평등의 

문제임을 이해하고 이 오명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AIDS를 끝내야 합니다. 이 태스크 포스의 설립과 

함께, Cuomo 주지사는 AIDS의 끝을 향해 길을 안내하고, HIV/AIDS 예방 및 치료 분야에서 뉴욕 주를 

글로벌 선두 주자로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사 사장 및 CEO인 Charles King은 “저는 Cuomo 주지사와 보건국의 담대함과 많은 

관점중에서 AIDS 퇴치를 위한 태스크 포스 권장 사항을 안내한 중요한 관점을 위한 기회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수년 동안, 저는 심지어 백신이나 치료 없이 우리는 AIDS의 확산을 멈출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태스크 포스의 소집으로, 주에서는 AIDS 퇴치를 위한 정부의 

전력과 자원의 부담을 약속하는첫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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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에 대한 라틴 위원회 대표 Guillermo Chacon는 “저는 이 역사적인 태스크 포스에 봉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2020년까지 뉴욕 주에서 AIDS를 퇴치할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과리더십을 인정합니다. 저는 HIV와 AIDS의 전염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요구와 도전을 해결할 계획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준에서 기여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AIDS에 대한 전국 흑인 리더십 위원회 Inc. 전무 이사 C. Virginia Fields는 “저는 아프리카 계 

미국인들이 불균형적으로 HIV에 대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대담하지만 필요한 단계로 나아가는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프라이드 의제(Empire State Pride Agenda) 전무 이사 Nathan M. Schaefer는 

“2020년까지 AIDS를 확산을 종료할 Cuomo 주지사의 야심차고 환영 받는 계획과 긴밀하게 협력할 

태스크 포스에 임명되어 영광입니다. HIV/AIDS는 불균형적으로 LGBT 뉴요커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바이러스를 근절하기 위해 지역 사회를 대표하여 싸우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산확산확산확산 퇴치퇴치퇴치퇴치 태스크태스크태스크태스크 포스포스포스포스 

 

회장회장회장회장: 

지역지역지역지역 사회사회사회사회 공동공동공동공동 회장회장회장회장: Charles King, 주택 공사 최고 경영자  

정부정부정부정부 공동공동공동공동 회장회장회장회장: Guthrie Birkhead, MD, 공공 보건 석사, 뉴욕주 보건국 공공 보건실 차장  

 

회원회원회원회원:  

Diane Arneth, Staten Island 지역 사회 보건 행동 대표  

Benjamin Anderson Bashein, ACRIA 전무 이사  

Jack Beck, 뉴욕 교정 협회, 교소도 방문 프로젝트 책임자  

Jo Ivy Boufford, 의학 박사, 뉴욕 의학회 대표  

Courtney Burke, 뉴욕 주, 보건 차관  

Gale Burstein, 의학 박사, 공공 보건 석사, Erie 카운티 보건국 위원  

Eli Camhi, VNSNY CHOICE의 SelectHealth/Special Populations 전무 이사  

Alex Carballo-Dieguez, 박사, 뉴욕 주 정신질환연구소, 임상 및 행동 연구를 위한 HIV 센터, 

연구 과학자. Columbia 대학 CUMA 정신의학과 교수  

Guillermo Chacon, AIDS에 대한 라틴 위원회 대표  

Allan Clear, 피해 절감 연합 전무 이사  

Robert Cordero, BOOM! 보건 대표  

Demetre Daskalakis, 의학 박사, 뉴욕시 보건정신건강국 HIV/AIDS 예방 및 관리 부서 보좌관  

Sherry Deren, 박사, NYU 보건대학 약물 사용 및 HIV 연구 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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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 C. Des Jarlais, 박사, Beth Israel 의학 센터, 연구 이사  

Erin Drinkwater, Brooklyn 지역 사회 프라이드 센터, 전무 이사  

Ken Dunning, 미국계 인도 지역 사회 집, HIV/AIDS 프로그램 이사  

Sharen Duke, 뉴욕 시 AIDS 서비스 센터, CEO 전무 이사  

James Eigo, 힘을 분출시키기 위한 에이즈 연합(ACT UP) 

Lawrence Eisenstein, 의학 박사, Nassau 카운티 보건국 위원  

Stephen Ferrara, DNP, 뉴욕 주 임상 간호사 협회 전무 이사  

C. Virginia Fields, AIDS에 대한 전국 흑인 리더십 위원회 Inc.대표 및 CEO  

Doug Fish, 의학 박사, Albany 의학 센터, HIV 약물 부문 대표  

Ingrid Floyd, Iris House 전무 이사  

Jennifer Flynn, VOCAL NY 전무 이사  

Robert Fullilove, 박사, 내∙외과 의대, Mailman 공공 보건 학교, Columbia 대학  

Tracie M. Gardner, 법률 행동 센터, 정책 공동 이사  

Vito Grasso, 뉴욕주 가족 의사 학회, 사무 처장  

Terry Hamilton, 뉴욕 시 보건 및 병원 조합, HIV 서비스 이사  

Perry Halkitis, 박사, 뉴욕 대학 응용 심리학, 공공 보건 및 인구 보건 교수, 보건, 정체성, 행동 

및 예방 연구 센터 이사  

Mark Harrington, Treatment Action Group 전무 이사  

Cristina Herrera, Translatina Network/ The Center, 성 정체성 프로젝트 지역 사회 예방 

코디네이터  

Marjorie J. Hill, 박사, 뉴욕 주 AIDS 자문 위원회 의장, 컨설턴트  

Zachary Jones, Unity Fellowship 교회 고위 감독  

Perry Junjulas, Albany Damien 센터 전무 이사  

David Kilmnick, 박사, MSW, Long Island GLBT 서비스 네트워크 CEO  

Linda Lambert, 미국 내과 대학 뉴욕 챕터 전무 이사  

Jay Laudato, Callen-Lorde 지역 사회 보건 센터 전무 이사  

Kalvin Laveille, 뉴욕 주 보건국 SASDC 공동 의장, Columbia 대학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코디네이터  

Kelsey Louie, 동성 남자 보건 위기 CEO  

Gal Mayer, 의학 박사, Gilead Sciences, HIV 의학 차장  

Wilfredo Morel, Hudson River 보건 관리 및 지역 사회 관계, 히스패닉 보건 이사  

William Murphy, RYAN/Chelsea-Clinton 지역 사회 보건 센터 전무 이사  

Denis Nash, 박사, 역학 및 생물 통계 교수, 집행 임원, 공중 보건 프로그램 의사, 뉴욕 시 

대학, 공중 보건 대학 및 Hunter 대학  

Regina Quattrochi,, Bailey House CEO  

Robert H. Remien, 박사, Columbia 대학 및 NYSPI, 임상 및 행동 연구를 위한 HIV 센터 이사 

Stanley Richards, The Fortune Society, 선임 VP  

Therese Rodriguez, APICHACEO  

Nathan M. Schaefer, 엠파이어 스테이트 프라이드 아젠다 전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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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 Silverio, 서부 뉴욕 Evergreen Health Services 대표 및 CEO  

Peter Staley, AIDS 활동가  

Reverend Moonhawk River Stone, Riverstone Consulting의 심리학자, 컨설턴트  

Glennda Testone,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및 성전환자 지역 사회 센터 전무 이사  

Daniel Tietz, 뉴욕 시 인력 관리 특별 서비스 수석 공무원  

Antonio Urbina, 의학 박사, St. Luke's-Roosevelt 병원 의학 디렉터 보조  

William Valenti, 의학 박사, 뉴욕 주 Trillium Health, Medical Society의 전염병 위원회 의장  

Jay Varma, 의학 박사, 뉴욕시 보건정신건강국 질병 관리 부위원장  

Linda Wagner, 뉴욕 주 카운티 보건 협회 전무 이사  

Dennis Whalen, 뉴욕 주 보건관리 협회 대표  

Terri Wilder, 보건을 위한 Spencer Cox 센터, HIV/AIDS 교육 및 훈련, 발달 약물을 위한 Sinai 

산 협회  

Doug Wirth, AmidaCare 대표 및 CEO  

Rodney Wright, 의학 박사, HIV 프로그램, 산부인과 모성태아의학, Montefiore 의학 센터, 

조교수, Albert Einstein 의대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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