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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C형 간염 제거 프로젝트 팀(TASK FORCE) 구성원 선정 발표  

  

프로젝트팀은 C형 간염 제거 계획에 대해 주에 조언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C형 간염 제거 계획(Hepatitis C Elimination Plan)에 

대해 주에 조언을 해줄 프로젝트 팀 구성원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트 팀 

조직은 제거 계획(Elimination Plan)을 마무리하기 위한 다음 단계이며 2017년 뉴욕주 

C형 간염 제거 회담에서 지역사회 이해 당사자들이 제시한 권장 사항에 기반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팀에 선정된 구성원들은 자신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며 이들의 소중한 경험으로 우리가 달성 가능한 제거 

계획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전략적 계획은 C형 간염에 걸린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뉴욕 주민들이 이 질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받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형 간염을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 접근 

방법은 목숨을 살리고 수백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안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다른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뉴욕은 국가를 주도하며 이 치명적인 질병과 싸울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창의적 해결법에 집중하기 위해 최고의 

인재들을 모아 뉴욕 주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C형 간염이 과거로 사라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팀은 다음의 다섯 개 작업 그룹으로 보강될 예정입니다. 예방, 실험 및 치료와의 

연결성, 보호 및 치료, 감시와 정보 및 지표, 사회적 결정 요인. 프로젝트 팀과 작업 그룹 

구성원에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의 대표, C형 간염에 걸리고 영향을 받는 사람, 의료 

서비스 제공자, 납세자, 공공 보건 전문가, 연구자, 위험성 축소 전문가, 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자가 포함됩니다.  

  

Cuomo 주지사는 3월, C형 간염에 걸릴 위험성이 높은 지역사회의 뉴욕 주민들을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연결하기 위해 실험, 치료, 교육의 이용성을 높임으로써 C형 간염을 



 

 

제거하겠다는 뉴욕주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는 6월, C형 간염 제거를 위한 

전략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는 교육, 환자 탐색, 위험성 축소가 설정된 보호 및 치료 

프로그램, 보험 방해요소 제거, C형 간염 치료 수용력 확장, 위험성 축소 서비스용 

메디케이드(Medicaid) 변제,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 확장을 비롯한 C형 간염 서비스에 

500만 달러를 할당하는 전략입니다.  

  

100,0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은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유발한 간 질병인 C형 간염에 

걸렸으며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베이비 붐 세대 네 명 중 세 명은 C형 

간염에 걸렸습니다. C형 간염은 피 접촉으로 퍼지며 C형 간염에 걸리는 위험 인자 중 

약물 사용으로 인한 것이 가장 흔합니다. 지난 십 년 넘게 C형 간염 사례의 분포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증가했으며 

오피오이드의 급속한 확산에 의해 부분적으로 촉진되었습니다.  

  

치료하지 않은 C형 간염은 간경화증 및 간부전을 유발하며 그 결과 간 이식, 간암, 

사망에 이릅니다. 새롭게 이용 가능한 치료법은 12주 만에 거의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계획에서 요약된 위험성 축소 서비스 확장은 약물을 주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C형 간염 전염을 막도록 돕습니다.  

  

뉴욕주 보건부(State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 덕분에 헌신적인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C형 간염 확산을 막는 작업을 

할 수 있어 행운입니다. 이 프로젝트 팀은 그 과정에서 귀중한 의견과 지시를 제공하고 

수천 명의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주지사의 C형 간염 제거 프로젝트 팀(Hepatitis C Elimination Task Force)은 내년에도 

이러한 계획들을 밀고 나갈 것이며 조치를 취하기 전 공식적으로 두 번 만날 것입니다. 

모든 회의 일정은 조정 중에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Brad Hutton,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공중 보건 

부커미셔너, 정부 공동 의장  

• Christine Kerr, 의학박사, 허드슨 리버 헬스케어(Hudson River Health Care), 

커뮤니티 공동 의장  

• Gale Burstein, 의학박사, 이리 카운티 보건부(Erie County Department of Health)  

• David Bernstein, 노스웰 헬스(Northwell Health)  

• Ann Winters, 의학박사, 뉴욕시 보건 및 정신 위생국(New York City Department of 

Health and Mental Hygiene)  

• Annette Gaudino, 치료 조치 그룹(Treatment Action Group)  

• Daniel Raymond, 위험성 축소 연합(Harm Reduction Coalition)  

• Jack Beck, 뉴욕 교정 협회(Correctional Association of New York)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statewide-expansion-enhanced-rental-assistance-program-increase-access
https://www.governor.ny.gov/news/governor-cuomo-announces-first-nation-strategy-eliminate-hepatitis-c


 

 

• Peter Hill, 이리 및 나이아가라 카운티 북미 원주민 커뮤니티 서비스(Native 

American Community Services of Erie and Niagara Counties, Inc.)  

• Terry Leach, 약학박사, 아미다 케어(Amida Care)  

• Clifton Garmon, 보컬-뉴욕(VOCAL-NY)  

• Ronni Marks, C형 간염 멘토 및 지원 그룹(Hepatitis C Mentor and Support 

Group)  

• Gloria Searson, 공인 사회 복지사 아카데미(Academy of Certified Social Workers, 

ACSW), 긍정적 건강 장려 연합(Coalition on Positive Health Empowerment, 

COPE)  

• Denis Nash, 박사, 공중 보건학 석사,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주민 건강 과학 시행 기관(Institute for Implementation Science in 

Population Health)  

• Charles King, 하우징 웍스(Housing Works)  

• Terri Wilder, 마운틴 시나이 고급 약물 협회(Mt. Sinai Institute for Advanced 

Medicine)  

• Don Des Jarlais, 박사,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 John Barry, 서던 티어 에이즈 프로그램(Southern Tier AIDS Program)  

• Luis Scaccabarrozzi, 에이즈 라틴 위원회(Latino Commission on AIDS)  

• C. Virginia Fields, 에이즈에 관한 국립 흑인 리더십 위원회(National Black 

Leadership Commission on AIDS)  

• Eli Camhi, 공인 석사 사회복지사, 제너레이티브 리소스(Generative Resources, 

LLC)  

• Matthew Akiyama, 의학박사, 이학석사, 몬티피오리 메디컬 센터/앨버트 

아인슈타인 의대(Montefiore Medical Center/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 Jeffrey Weiss, 박사, 이학석사, 마운틴 시나이 아이칸 의대(Icahn School of 

Medicine at Mt. Sinai)  

• David Holtgrave, 박사, 뉴욕 주립 대학교(SUNY) 공중 보건 대학(School of Public 

Health)  

• Raymond Ganoe, 에버그린 헬스 서비스(Evergreen Health Services)  

• Ashely Zuppelli, 약학박사, 트릴럼 헬스(Trillium Health)  

• Andrew Talal, 이학박사, 공중 보건학 석사, 버펄로 대학교(University of Buffalo)  

• Jacquelyn Kilmer, 할렘 유나이티드(Harlem Uni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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