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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즉시즉시즉시 배포용배포용배포용배포용: 2014년 12월 1일 

CUOMO 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주지사는 2020 년까지년까지년까지년까지 HIV / AIDS 전염병전염병전염병전염병 퇴치퇴치퇴치퇴치 청사진을청사진을청사진을청사진을 개발을개발을개발을개발을 향한향한향한향한 상당한상당한상당한상당한 진전진전진전진전 발표발표발표발표  

 

세계세계세계세계 에이즈의에이즈의에이즈의에이즈의 날을날을날을날을 기리는기리는기리는기리는 의미에서의미에서의미에서의미에서, 여기여기여기여기에서에서에서에서 선언문을선언문을선언문을선언문을 볼볼볼볼 수수수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세계 에이즈의 날에, 그가 올해 초에 만든 주 전역 전염병 퇴치 

태스크 포스가 2020년까지 연간 750개의 HIV의 신규 케이스를 감소하기 위한 그의 3개 중점 계획을 

구현하는 청사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주에서 HIV / 

AIDS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전문가의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는 10 월 14 일 제 1 차 

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400명의 참가자를 모은 14개의 포럼을 개최하고 294개의 권장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태스크 포스는 그들의 일을 2015년 1월까지 끝낼 예정이며, 이때 주지사의 3개 

중점 계획을 어떻게 전염병을 퇴치하는 과정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템플릿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30 년 전, 뉴욕은 에이즈 위기의 진원지였었습니다 - 그러나 오늘의 과학은 발전되었고, 감염의 

속도가 둔화되고, 뉴욕은 에이즈 없는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올해 초 우리는 한 번에 모두를 위해 에이즈를 퇴치하는 첫 번째 주가 되는 

우리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보며, 우리는 모든 뉴욕 

시민들이 질병과 싸우고 미래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사람들을 지원하도록 촉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20 만 명 이상의 뉴욕 시민들이 AIDS로 진단되었고 132,000명 이상의 개인이 HIV / AIDS에 

감염된 채 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lton John 에이즈 재단에 의해 인식 되어진 Cuomo 주지사의 3개의 중점 계획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진단 미확정으로 남아 있는 뉴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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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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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IV 음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사전 노출 예방(PrEP)에 대한 

접근을 제공. 

세계 에이즈의 날을 올해 치르면서, 뉴욕 주 보건부는 새로운 HIV 감염을 줄이고 2020 년까지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 이곳에서 주 정부의 계획에 기여하는 주 전역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헌신에 대하여 존중을 표합니다. HIV / AIDS 감염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 연령대의 뉴욕 

시민들은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Albany의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 초대됩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은 2020 년까지 뉴욕이 에이즈를 퇴치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인식을 

촉진합니다.” 주 보건 감독관 대행 Dr. Howard Zucker가 말했습니다. “올해 이벤트의 일정은 너무나 

많은 세월을 이 싸움에 보낸 주요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 지역 사회 수준에서 AIDS를 공격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며, 다양한 주제에 접근 할 것입니다.” 

 

또한, NAMES 프로젝트 AIDS 기념 퀼트 부문은, 에이즈 전염병 및 질병의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는 

교육 도구의 국제적인 상징이며, 이는 Empire State Plaza Convention Center에서 전시 될 

예정입니다. 퀼트 패널 업체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패널을 헌신할 것이며, 

NAMES 프로젝트 뉴욕 중심지역 부서는 Atlanta에 퀼트를 보내기 위해 새 패널을 추가할 것이며 

이는 94,000명에게 헌신하는 48,000 패널로 구성된 전체 AIDS 기념 퀼트에 더해질 것입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 활동에 대한 이벤트의 전체 일정 및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www.health.ny.gov/WAD.  

 

전염병 퇴치 태스크 포스 방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health.ny.gov/diseases/aids/ending_the_epidemic/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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