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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주지사 HIV 고위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 발표

새로운 PrEP 지원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2020년 말까지 이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 중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노출전 예방(PrEP)을 취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요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새 프로그램을 발표하였습니다. PrEP는 HIV 음성자가 감염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일
정제를 복용하는 HIV 예방법입니다. 이 새 PrEP 지원 프로그램의 출범은 2020년말까지
뉴욕주에서 HIV-AIDS 전염병을 종식시키겠다는 Cuomo 지사의 공약을 향한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뉴욕주는 AIDS와의 싸움을 선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노출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PrEP 지원 확대는 이 주에서 AIDS 전염병을 근절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PrEP 지원 프로그램은 뉴욕주에서 HIV-AIDS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주지사의 3점 계획에
속합니다. 3점 계획:
1. 진단 미확정으로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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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HIV 음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험이 높은 사람들에 대해 사전 노출 예방(PrEP)에 대한
접근을 제공.

PrEP가 Medicaid 및 Gilead 환자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민간 보험 옵션에 의거
커버되지만 필요한 검사 및 기타 모니터링과 지원 서비스는 종종 커버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신규 PrEP 지원 프로그램은 PrEP를 받는 유자격 고위험자들에게 요구되는 진료 및 지원
서비스 패키지에 대해 적격 제공기관에 상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기 HIV 검사, 준수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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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STD 검사 및 치료와 개인들이 PrEP 개입 및 투약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지지적 일차 진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제조자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PrEP 약품은 미보험
및 저보험 개인들에게도 제공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이 프로세스에서 참가자를 돕기 위한
핫라인이 개설될 것입니다.
PrEP 섭생에는 비감염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루 한 번 한 알 복용이 포함됩니다.
임상시험에서 비감염자가 약을 꾸준히 복용할 때 HIV에 감염될 확률이 크게 줄어듬이
증명되었습니다. PrEP 약인 Truvada는 의사가 처방해야 하며 PrEP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약을
유자격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복용해야 합니다.
뉴욕주 AIDS 연구원 원장 Dan O’Connell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보험자 및 저보험자를
위해 PrEP 약이 제조자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커버되지만 수반되는 모니터링 및 진료
서비스는 커버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보험 고위험자들을 위해 입증된 HIV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장벽을 제거할 것입니다.”
지난 4월에 Cuomo 지사는 2020년 말까지 뉴욕주에서 HIV/AIDS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최종
청사진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전염병 퇴치 태스크 포스(Ending the Epidemic Task Force) 멤버가
제작한 이 청사진은 2020년 말까지 (약 3,000건 추산) 연간 신규 HIV 감염 건수를 750건으로
줄이고 뉴욕주 최초의 HIV 유병률 감소를 달성하려는 주지사의 목표를 지지하는 권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새로운 HIV 감염의 총 수가 HIV 관련 사망자의 수 이하로 떨어질 때 뉴욕의
AIDS 확산의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지사의 목표는 뉴욕주를 HIV/AIDS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한 미국 및 전세계적 노력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Cuomo 지사는 2015-16년도 예산에 뉴욕주에서 이 전염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한 1,000만 달러를
포함했습니다. 이 예산은 AIDS 프로그램을 위한 기존의 약 9000만 달러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또한 HIV 검사에 대한 서면 동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정 시설에서 개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해소하고, 검사가 매춘 사건 제기 시 콘돔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험도가 높은
인구가 콘돔을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주사기 사용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으로 주사기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 많은 연구에서 PrEP를 이용하는 HIV 음성자들 사이에 감염이 크게 줄었음이 밝혀진 후에
FDA는 성적으로 활발하여 HIV 감염 위험에 처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 반레트로바이러스
요법을 승인하였습니다.
PrEP 지원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안내는 1-800-542-2437로 전화하십시오. PrEP에 대한 일반적
안내는 뉴욕주 보건부, AIDS 연구원, 임상 교육 이니셔티브 1-866-637-2342로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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