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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뉴욕주에서 AIDS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 

 

주지사가 검진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치료 기회를 증가시키며, 최첨단 연구를 증진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HIV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랜드마크 법률에 서명함 

 

주지사는 2020년 말까지 AIDS 사망률 제로와 주사 약물 사용을 통한 HIV 감염 제로,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HIV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를 목표로 설정함 

 

새로운 계획들은 우리 주 역사상 처음으로 18개월 동안 산모로부터 아이로 감염된 사례가 

전혀 없었던 성과를 포함해서,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청사진의 전례 없는 

성공을 보완함 

 

이번 발표는 세계 AIDS의 날에 우리 주가 지원한 뉴욕시 AIDS 기념비에 대한 공식 헌정 

기념식과 동시에 이루어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AIDS와 싸우기 위한 일련의 획기적이고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0년까지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우리 주의 

성공적인 청사진을 강화합니다. 금주 초, 주지사는 HIV 테스트에 대한 장애 및 기타 

성적으로 전염되는 감염을 제거하고, 예방과 치료의 이용 기회를 증가시키며, 연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포괄적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아울러, Cuomo 주지사는 AIDS와의 

전쟁을 지원하는 중요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4,500만 달러의 메디케이드(Medicaid) 매칭 

자금을 승인하도록 연방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Cuomo 주지사는 국가적으로 선도하면서 주 전역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계획을 

제안했는데, 여기에는 청소년에 대해서 생명을 구하는 HIV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 그리고 2020년 말까지 AIDS 사망률 제로와 주사 약물 사용을 통한 HIV 감염 

제로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최근의 조치들은 18개월 동안 산모로부터 아이에게 HIV가 감염된 사례가 전혀 

없었고, 단 1년만에 HIV/AIDS가 감염된 상태로 생활하지만 바이러스 억제 수준에 도달한 

뉴욕 주민의 수가 6,000명까지 증가한 것을 포함해서, 우리 주에 의해 성취된 주요 

이정표를 강화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AIDS 기념비는 이 끔찍한 질병으로 우리가 



잃은 모든 생명들을 고통스럽게 상기시켜주고, AIDS 전염병을 최종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싸움을 지속하기 위한 열망을 보여주는 커다란 헌사입니다. 전염병 종식 계획은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했으며, 이러한 공격적이고 새로운 조치들과 새롭고 영향력이 

지대한 목표를 통해서, 우리는 뉴욕에서 AIDS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계속하고,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도 따르게 될 길을 구축할 것입니다.” 

 

뉴욕시 AIDS 기념비 

 

주지사는 세계 AIDS의 날에 뉴욕시 AIDS 기념비의 공식적인 헌정 기념식에 즈음한 

발표를 했습니다.  

 

주 정부는 종전의 St. Vincent’s 병원에 인접한 새로운 공원 정문에 세워지는 기념비를 

위해서 500,000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 현장은 공식적으로 뉴욕시의 가장 큰 AIDS 

병동을 수용하고 있었으며, 종종 위기의 진앙지였던 것으로 고려됩니다. 기념비는 ACT-

UP이 처음 조직되었던 LGBT 커뮤니티 센터로부터 한 블록이 안되는 위치에 

소재합니다.  

 

뉴욕시는 이 기념비가 포함된 새로운 공원의 이름을 “St. Vincent’s Triangle에 있는 

뉴욕시 AIDS 기념 공원”(New York City AIDS Memorial Park at St. Vincent’s 

Triangle)이라고 지었으며, 기념비와 공원을 HIV/AIDS에 전념하는 시에서 가장 커다란 

공중 시설로 만들었습니다. 기념비는 이 질병으로 생명을 잃은 100,000명이 넘는 성인 

남녀와 아이들, 그리고 이 전염병의 궤도를 변경하는데 도움을 준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 

활동가 및 연구자들의 영웅적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랜드마크 입법 

 

금주 초, Cuomo 주지사는 HIV/AIDS에 감염되어 살고 있는 개인들을 위한 검진과 치료의 

이용 기회를 증대하게 될 랜드마크 법률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것입니다.  

 현재의 상한 연령인 64세가 넘는 사람들에게 HIV 검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HIV 검진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고, 진단받지 

않고 남아 있는 개인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HIV 검진에 대한 제안과 승낙을 

지속적으로 표준화할 것입니다.  

 등록된 간호사들이 매독, 임질 및 클라미디아에 대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검진 이용 기회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약사들이 최장 7일의 “스타터 키트(starter kit)”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감염 노출 후 예방 조치의 이용 기회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승인된 연구자들에 대한 HIV/AIDS 관련 의료 정보의 공개를 허용함으로써 연구 

능력을 증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법률은 환자 치료 성과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HIV/AIDS가 다양한 의료 조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해 보다 많이 알 수 있게 해줄 데이터에 대한 이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HIV/AIDS 연구에 대한 장애를 제거합니다. 

새로운 계획들 

 

주지사는 전염병 종식 청사신에 따른 진척을 강화할 일련의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는 2020년 말까지 AIDS 사망률 제로와 주사 약물 사용을 

통한 HIV 감염 제로라는 목표 설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에는 

산모로부터 아이로 HIV가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프로젝트와 

유사하게, “센티넬 이벤트 대응(sentinel event response)”을 개시하는 조치도 수반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주 정부가 전염병을 종식시키도록 돕는데 극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지식에 있어서의 특정한 격차에 대처하며,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 

사이의 협업을 증진시키는 조치도 포함합니다. 

 

새로운 계획에는 모든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 의료 보호 코디네이터 및 의료 보호 관리 

시스템들이 그들이 돌보는 HIV 양성 보유자의 바이러스 억제율을 추적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아울러 10대들이 생명을 구하는 HIV 치료 및 예방적 서비스를 받고, 

이러한 의료 보호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는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한 HIV 예방 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게 되며, 특히 노출 

후 예방법(post-exposure prophylaxis, PEP)과 노출 전 예방법(pre-exposure prophylaxis, 

PrEP)은 HIV 감염으로부터 개인들을 보호하는 하루 한 개의 알약 처방인 중요한 예방 

도구지만, 현재는 이들이 부모의 동의 없이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는 뉴욕주에서 하나의 전염병으로서 AIDS를 종식시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방 메디케이드 매칭 자금을 승인하기 위한 Partnership Plan Waiver의 개정에 

대해서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의 승인을 주 정부에서 요청하고 

있다는 점도 발표했습니다. 개정이 이루어지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뉴욕의 노력을 

돕기 위해서 4,5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검진, PrEP 및 

PEP 서비스에 대한 이용 기회, 의료 보호 연계 계획을 제공하고, 보건에 대한 사회적 

결정 요소에 대처하는 프로그램들을 확대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염병 종식 

 

주지사의 전염병 종식 계획은 이미 주 전역에 대단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우리 주 

역사상 처음으로, 18개월 동안 산모로부터 아이에게 HIV가 전염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추가로, 뉴욕주는 예방적 처치의 이용 기회를 확대함에 있어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PrEP에 대한 처방이 메디케이드에 등록된 사람들 사이에서 4배 

증가했으며, 최근의 제21차 International AIDS Conference에서는 뉴욕이 PrEP 처방을 

받은 인구 범위 내에서 위험에 처한 개인의 비율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보고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의료 보호 연계 노력은 약 75%의 성공률을 

가졌으며, 단 1년만에 우리 주 내에서 HIV/AIDS에 감염되었지만 바이러스 억제에 도달한 

사람들의 수는 2013년에 71,000명에서 2014년에는 77,000명으로 6,000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 전역에 걸친 프로그램의 확산. 

 

뉴욕주는 HIV/AIDS와의 싸움에서 국가를 선도해왔습니다. 그 동안의 성취사항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0,000명으로 추산되는 뉴욕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HIV/AIDS 감염자들을 

위한 30%의 임대료 상한선(Rent Cap).  

 비상 피난처 지원(Emergency Shelter Assistance)을 받을 자격을 확대하면서, 

HIV/AIDS에 감염된 저소득 개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7개의 

지역사회 조직들에 110만 달러 지원.  

 뉴욕시의 모든 HIV 양성 개인들에게 주택, 교통 및 영양 지원을 받을 자격 부여  

 HIV 감염자 및 고위험군에 대해서 보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동료 인증 

계획(Peer certification initiative).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약사들과의 거래 협상.  

 경범죄 매춘 범죄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 콘돔의 증거 인정을 제한하고, 주사기 

이용 프로그램을 통해 입수된 주사기의 적법성을 처리하며, 교정 시설 내에서의 

HIV 검진에 대한 서면 동의 필요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새로 진단을 받은 보험 가입자 및 비가입자와 의료 보호를 받기 위해 복귀한 

사람들을 위해서 즉각적인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치료 파일럿 프로그램에 

대한 신속한 이용. 

뉴욕 보건부 커미셔너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뉴욕주에서 

AIDS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공격적 접근방법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저는 우리가 뉴욕시 AIDS 기념비를 헌정함에 

있어서, AIDS와의 싸움에 참여했던, 그리고 그 중 많은 수가 그 싸움에서 생명을 잃었던, 

뉴욕 주민들을 오늘 기억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AIDS가 

진정으로 우리의 과거사일 뿐이고, 우리의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상원의원 Brad Hoyl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AIDS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함에 따라, 우리는 우리가 잃은 사람들을 회고하고,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며, 우리가 HIV/AIDS의 재앙을 최종적으로 극복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약품 혁신, 치료 연구, 주택 지원 및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뉴욕주의 전례 

없는 투자 덕분에, 이 전염병의 종식은 분명히 우리 가까이에 왔습니다. 하지만, 특히 

유색 인종의 지역사회들에서, 해야 할 일이 더욱 더 많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 

Zucker 커미셔너, 전염병 종식 대책팀, 그리고 우리의 HIV/AIDS에 대한 싸움에서 우리를 

역사의 새로운 장으로 인도하는 개척적인 노력을 경주한 무수한 옹호자들과 리더들에게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상원의원 David J. Valesky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지사의 전염병 종식 대책팀의 

일원으로서, 저는 이 질병이 우리 주 전역에 걸쳐 개인과 가정을 어떻게 

황폐화시켰는지를 직접 들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AIDS로 목숨을 잃었으며, 주 

정부의 정책과 법률은 이 전염병을 역전시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Cuomo 



주지사가 새로운 감염을 방지하고, AIDS 사망자 수를 없애려는 목표를 향해 공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보건위원회 위원장인 자문위원회 위원 Corey Johns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년, 

우리는 우리가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HIV 없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세계 AIDS의 날을 기념합니다. 뉴욕주는 전염병 종식의 선두에 

서왔으며, 그것은 Cuomo 주지사의 생명을 구하는 리더십과 그의 뛰어난 직원들 때문에 

아주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뉴욕주에서 AIDS를 종식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주지사 및 그의 팀과 더욱 협력하기를 

고대합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 디렉터 대행 Greg Olse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AIDS 

전염병과 싸우는 Cuomo 주지사의 지속적인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뉴욕주에서 HIV 

감염으로 진단받는 모든 사람 중 절반은 50세 이상이며, 매년 60세 이상의 사람들에서 

대략 200건의 HIV 감염 진단이 내려집니다. 노인들은 종종 HIV에 대한 많은 위험 

요소들이나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며, 이는 그들을 취약한 

상태로 남겨둡니다. 교육을 제공하고, 연구를 증가시키며, 검진과 치료에 대한 장애물을 

철폐하는 것은 뉴욕주가 이미 이 끔찍한 질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루어온 커다란 

발걸음을 강화시키는데 핵심적입니다.” 

 

Joseph Addabbo Family Health Center의 CEO이자 뉴욕주 AIDS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Marjorie Hi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노력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뉴욕시에서 AIDS를 종식시키려는 Cuomo 주지사의 변함없는 리더십을 

보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와 같이 용감하고 놀라운 목표는 우연히 달성되거나, 그렇게 

바란다고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오로지 견고한 공적 보건 법률, 

실제적인 자원, 그리고 정부와 활동가들 사이의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만 달성될 

것입니다. 주지사는 이 세 가지 모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브롱크스에 있는 Montefiore Medical Center 아동 병원의 임상 소아청소년과 교수이자 

성인 AIDS 프로그램 디렉터인 Donna Futterma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은 HIV 

감염자들 중 가장 빨리 증가하는 부류 중 하나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치료와 예방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미성년자들이 HIV 

치료 및 고도로 효과적인 새로운 예방 약품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방해하는 법률(이는 

다른 STI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 장애임)의 폐지를 

요청함으로써 Cuomo 주지사와 보건부가 보여주고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리더십에 

찬사를 보냅니다. 성인 AIDS 프로그램은 1989년 이래 650명이 넘는 HIV 양성 

청소년들에게 의료 보호를 제공해왔으며, 우리는 더욱 더 많은 청소년들을 HIV 예방 

서비스에 참가시켜왔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그들의 성적 성향이나 HIV 상태를 부모에게 

말해야 하게 되었다면, 불행하게도, 그들 중 많은 수가 우리의 의료 보호와 지원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AIDS 자문위윈회 전염병 종식 소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Housing Works, Inc. 사장 겸 



CEO인 Charles King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지사가 전염병 종식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넘어서 연장되는 시행 조치들을 취하고, 아울러 뉴욕주에서 주사기에 의한 

감염과 AIDS 사망자를 없애기로 선택한 것을 보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이는 실현 

가능한 상황에 있음은 물론이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뉴욕 LGBT 커뮤니티 센터의 상임이사 Glennda Testo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치료에 대한 이용 기회 증가부터 최첨단 연구 확대에 이르기까지, Cuomo 

주지사는 HIV/AIDS 종식 노력을 위한 비할 데 없는 옹호자였습니다. 전염병 종식 계획은 

이미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할 일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의 과감한 

조치들은 이 질병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뉴욕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며, 우리 주가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지속적으로 선도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2020년 

말까지 AIDS 사망률 제로와 주사 약물 사용을 통한 HIV 감염 제로라는 그의 목표에 

대해서 Cuomo 주지사께 찬사를 보내며, 다가올 미래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고대합니다.” 

 

GMHC (Gay Men's Health Crisis)의 CEO인 Kelsey Loui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때 우리 주를 황폐화시켰던 AIDS 전염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지만,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는 이 끔찍한 질병과의 싸움을 

최종적으로 끝내기 위한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10대들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부터 HIV 검진에 대한 장애를 제거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뉴욕은 다시 한번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나아갈 길을 국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AIDS를 종식시키고 이 전염병을 과거의 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때, Cuomo 주지사와 협력하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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