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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의 HIV, C형 간염 및 유해 감소 동료 근로자 인증 프로그램(NEW 

YORK STATE'S PEER WORKER CERTIFICATION PROGRAM IN HIV, HEPATITIS C, 

AND HARM REDUCTION)의 첫 졸업자 발표 

 

공인 동료 근로자, 뉴욕주 AIDS 전염병 퇴치 지원 

 

SUNY 스토니브룩 보건 기술 관리 대학(SUNY Stony Brook’s School of Health 

Technology and Management)에서 인증서 수여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HIV, C형 간염 및 유해 감소 동료 근로자 

인증 프로그램의 첫 졸업자 45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새 동료 근로자는 2020년 

말까지 뉴욕주의 새 HIV 감염자 숫자를 매년 약 750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지사의 전염병 퇴치(Ending the Epidemic) 이니셔티브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AIDS 전염에 맞서 싸우는 국가적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에 새로 인증을 받은 동료 근로자들은 우리가 진전을 

이룩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전역에서 이 훈련받은 개인들이 질병과 함께 

생활하는 뉴욕 주민들을 지원하고, 교육하며 도울 것입니다.” 

 

동료 근로자로서 인증을 받으려면 HIV, C형 간염 및/또는 유해 감소 서비스와 관련된 

“실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과 삶의 경험을 

나누는 동료 근로자가 보다 나은 치료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인 동료 근로자는 임상 및 비 임상 환경 모두의 커뮤니티 기반 기관 및 병원에 

고용됩니다. 동료 근로자는 의료 팀의 일원으로 간주되어 고객에게 배정되며, 환자 안내, 

진료 예약 지원, 그룹 편의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동료 근로자는 HIV 

및/또는 HCV를 겪고 있는 사람의 치료 순응을 저해할 수 있는 오명과 차별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 Howard Zucker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동료 근로자는 HIV, C형 

https://www.health.ny.gov/diseases/aids/ending_the_epidemic/


간염 및 유해 감소 서비스 이용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번 

동료 근로자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연민과 이해심으로 보살펴 

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검사를 받고 치료와 연계되도록 권장할 

수 있습니다.” 

 

동료 작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AIDS 연구소 교육 센터 및 기타 파트너가 무료로 제공하는 교육 최소 90시간 이수  

 허용 가능한 관리 평가가 수반되는 500시간의 실습 교육 및 직장 경험  

 관련 주제 시험 통과  

 공식적 윤리 강령을 따르는 데 동의  

 매년 평생교육과정 최소 10시간 이수 

SUNY 스토니브룩 보건 기술 관리 대학(SUNY Stony Brook’s School of Health 

Technology and Management)에서 인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 

 

동료 근로자는 HIV 감염자에게 약을 복용하도록 장려하여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 HIV 신규 감염을 줄이고, 위험에 처한 이들과 같이 일하며 사전 예방 접종, 콘돔 및 

깨끗한 주사기를 사용하여 감염을 방지합니다. 상기 이니셔티브는 AIDS 연구소의 교육 

이니셔티브와 주정부 전염병 퇴치 기금(Ending the Epidemic Funding)이 지원합니다. 

현재 약 300명이 인증 과정에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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