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20년 12월 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뉴욕주가 HIV 사태 '증가세 완화' 발표  

  

HIV 전염 및 진단이 최저점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규 데이터  

  

340B 제공업체를 위해 1억 달러 상당의 메디케이드 재건 절감액 보전  

  

보건부는 서던 티어과 허드슨 밸리에서 2개의 신규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 승인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12월 1일 주정부 랜드마크 붉게 점등 

  

1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전염병 종료 가상 회의 

개최  

  

세계 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을 맞아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2019년의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뉴욕주 전염병 종식(Ending the Epidemic, ETE) 이니셔티브의 

주요 목표인 HIV 사태 '증가세 완화'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뉴욕주 전체에서 발생한 새로운 감염 또는 HIV 발병은 1,700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은 ETE가 시작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그 동안 38 퍼센트 감소했습니다. 2019년 HIV 신규 진단은 사상 최저치인 

2,377건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보다 4 퍼센트 떨어졌고 ETE 시작 이후 31퍼센트 

하락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저는 모두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쳐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HIV/에이즈 사태 

종식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는 HIV 감염 및 진단이 뉴욕에서 최저점을 기록했음을 

보여주는 2019년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 뉴욕주 전체에서 발생한 새로운 

감염 또는 HIV 발병 예상치는 사상 최저치로 감소했습니다. HIV 발병률은 전염병 

종식(End the Epidemic, ETE) 캠페인을 시작한 이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 기간 

기준 38 퍼센트 감소했으며 이는 우리의 전략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주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반드시 자금을 제공하여 우리가 계속 HIV/에이즈 서비스 

제공업체를 지원하여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보여주는 엄청난 성과 외에도, 주지사는 전염병 사태 종식을 위해 

주정부의 성과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다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첫째, 



 

 

뉴욕은 내년 340B 제공업체에 1억 달러 규모 이상의 메디케이드 재건(Medicaid 

Redesign) 절감액을 직접 지원하여 환급액 변화분을 상쇄하고 중요한 서비스가 계속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주정부는 이해 관계자 및 공급자와 직접 협력하여 

자금 배분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DOH)는 두 개의 신규 2차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Second-tier Syringe Exchange Program)을 승인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브룸 카운티 중독 센터(Addiction Center of Broome County) 및 허드슨 밸리 커뮤니티 

센터(Hudson Valley Community Services)가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승인을 받은 

비영리 단체 및 정부 기관이 처방전 없이 환자와 고객에게 멸균 주입 장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주사기 교환과 주사기 기용 확대 프로그램(Expanded Syringe 

Access Program) 등 주정부가 진행하는 다른 2가지 주사기 이용 이니셔티브를 

보완합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하여, Cuomo 주지사는 12월 1일 화요일 저녁 시간동안 주정부 

랜드마크를 붉게 점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 랜드마크들이 포함됩니다.  

• 원 월드 트레이드 센터(One World Trade Center, 1WTC)  

• Mario M. Cuomo 주지사 브리지(Governor Mario M. Cuomo Bridge)  

• 코시우즈코 브리지(Kosciuszko Bridge)  

• H. Carl McCall 뉴욕 주립 대학교 빌딩(H. Carl McCall SUNY Building)  

• 주 교육 빌딩(State Education Building)  

• Alfred E. Smith 주정부 사무실 빌딩(State Office Building)  

• 뉴욕주 박람회장(New York State Fairgrounds) 메인 게이트 및 엑스포 센터(Expo 

Center)  

•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 Franklin Delano Roosevelt 미드 허드슨 브리지(Franklin Delano Roosevelt Mid-

Hudson Bridge)  

•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 퍼싱 스퀘어 고가교(Pershing 

Square Viaduct)  

• 올버니 국제공항 게이트웨이(Albany International Airport Gateway)  

• 레이크 플래시드 올림픽 점핑 콤플렉스(The Lake Placid Olympic Jumping 

Complex)  
  

HIV 전염 및 진단이 최저치로 감소한 것과 더불어 2019년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 

에이즈 진단을 받은 뉴욕 주민 83 퍼센트가 진단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관 치료를 

받았으며, 2019년 말 기준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중 바이러스가 억제된 것이 89 

퍼센트에 이르렀습니다. HIV 감염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와의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했고,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이를 통해 약 40,000명의 뉴욕 주민이가 노출 

전 예방요법(pre-exposure prophylaxi, PrEP)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5 

퍼센트 증가입니다.  



 

 

  

신규 데이터는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열리는 

제5회 연례 'ETE 정상회의(ETE Summit)'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의 주제는 "2020 

그리고 그 이후: 접근성. 공정. 지속 가능성"입니다. 뉴욕주에서 열리는 최고의 ETE 

행사이며, 올해 회의는 가상으로 개최될 것입니다. 정상회담은 전염병 종식(ETE)에 

중점을 둔 주 전역의 공급자 및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작업과 최신 전염병 종식(ETE) 

측정에 대한 업데이트를 선보일 것입니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의에 

사전등록했습니다.  

  

뉴욕주 보건부 커미셔너인 Howard A.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명했던 진전은 이 주와 지역사회의 노력과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증거입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에 따라 우리는 전염병에서 '증가세를 완화'했습니다. 우리는 발병과 

신규 진단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HIV/에이즈 환자들의 건강도 

개선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야 ETE를 통해 이루어낸 성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의 Alphonso David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rew Cuomo 주지사는 선출 이래로 뉴욕에서 HIV 감염을 줄이고 에이즈 사태 종식을 

이루어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그의 행정부의 야심찬 목표와 헌신으로 

인해,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의 신규 감염율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가 Cuomo 주지사가 진행중인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뉴욕을 지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HIV와 에이즈 전염병 종식을 위한 그의 노력 

또한 다른 주가 발전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 사태를 종식시키겠다는 그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그와 

함께 계속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뉴욕시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센터(LGBT Community Center) Glennda Testone 

총괄이사는 이렇게 말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을 떠난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며 

잠시 애도하고, 오랫동안 병을 이겨낸 생존자들에게 축하를 보내며, HIV와 에이즈가 

없는 미래를 향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포, 슬픔, 불확실성에 

직면한 2년 동안, 우리는 효율적이며 공평한 의료 서비스와 지원을 막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예방, 

치료, 교육에서 강력한 주정부 기관과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함께 전염병을 종식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커뮤니티 프라이드 센터(Brooklyn Community Pride Center)의 Floyd 

Rumohr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HIV/에이즈 전염병 종식에 대한 

주지사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베드포드-스튜이브샌트에 위치한 우리 시설을 비롯해 2021년 초 

크라운 하이츠에서 문을 열 새로운 본사는 모두 뉴욕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지원을 비롯해, 오아시스 웰니스 센터(OASIS 

Wellness Center)의 HIV 검사(HIV Testing), 처치 애비뉴 머천트 블록 연합(Church 



 

 

Avenue Merchant Block Association, CAMBA)의 청년 건강 프로젝트(Young Men's 

Health Project), 뉴욕대/랭곤 가족 건강 센터(NYU/Langone Family Health Center)등 

놀라운 지역사회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신규 감염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알리 포니 센터(Ali Forney Center)의 Alexander Roque 사장 겸 총괄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리 포니 센터는 뉴욕주를 HIV/에이즈 종식을 위한 대응의 선두주자로 

만들기 위한 Cuomo 주지사의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서비스 기관을 통한 

주지사의 노력을 비롯해 이 문제를 우선순위과제로 설정한 것은 우리 뉴욕주에서 HIV 

전염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노숙자인 성소수자(LGBTQ) 청소년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뉴욕이라는 위대한 주 전역의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보건부와 중요한 이니셔티브에서 파트너십을 맺고 이를 통해 

우리의 노력을 시행함으로써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합니다."  

  

웨스턴 뉴욕 스톤월 민주당(Stonewall Democrats of Western NY)의 Bryan Ball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와 Hochul 부지사는 우리 주에서 HIV/에이즈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해 흔들리지 않는 지원과 헌신을 보여주었으며, 이에 찬사를 

보냅니다. 주지사는 특히 불균형하게 영향을 받은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으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이 전염병의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웨스턴 뉴욕에서 우리는 주지사와 부지사가 이 전염병의 완전 

종식을 위해 보여준 헌신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주지사의 '전염병 확산 종결(Ending the Epidemic)' 이니셔티브는 2014년에 도입되어, 

2020년 말까지 에이즈 감염률을 현저하게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뉴욕주의 에이즈 

확산률을 처음으로 낮추는 성과를 냈습니다. "전염병 종식(Ending the Epidemic)"은 

에이즈 바이러스와 에이즈의 절대적인 제거, 곧 현재 에이즈 바이러스/에이즈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치료와 미래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백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보다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곡선 구부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추정된 

새로운 에이즈 바이러스의 연간 감염자 수를 해당 해에 에이즈 바이러스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 이니셔티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연간 2,000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에이즈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약 22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HIV 검사에 대한 접근성 개선 또한 ETE 이니셔티브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2016년부터 

뉴욕주는 HIV 홈 테스트 기브어웨이(HIV Home Test Giveaway, HHTG) 캠페인을 통해 

집에서 HIV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HHTG는 

HIV 전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포함한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수행하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가상 플랫폼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기반 조직을 통해 

계속 HIV 예방, 검사 및 연계를 계속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 중에도 HIV 검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집중 HHTG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11월 



 

 

16일, 주정부는 기존과 같은 방식의 제6회 HHTG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HHTG가 

시작된 이후 뉴욕은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3,000개 이상의 검사 키트를 제공했으며, 그 

중 30 퍼센트는 HIV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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