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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M. Cuomo | 주지사 
 

CUOMO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HIV에에에에 감염된감염된감염된감염된 개인과개인과개인과개인과 가족을가족을가족을가족을 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대상으로 한한한한 법률법률법률법률 지원지원지원지원 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서비스에 250만만만만 

달러를달러를달러를달러를 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지원한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개인이 각종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주 전역에 

걸쳐 11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250만 달러를 통해 HIV 양성 판정을 받은 개인과 

해당 가족들을 지원 및 보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현 행정부는 뉴욕에 있는 AIDS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날은 HIV와 함께 사는 뉴욕시민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HIV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뉴욕주 전역에 

걸쳐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 보건국 국장 Howard Zucker 박사는 “HIV에 감염된 개인은 종종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 많은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고 적절한 도움을 찾거나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금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개인과 해당 가족들이 때때로 얻기 

어려울 수 있는 서비스와 지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HIV 감염에 대한 기본 의료 비용 외에도 HIV 양성 판정을 받은 많은 개인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각종 법적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삶의 의지 마련 및 건강관리 

대리인부터 안전한 주거지 확보, 필요한 공공 이익의 수호, 그리고 차별 관행 문제 

해결까지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 기금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개인과 HIV의 영향을 

받는 가족들이 부양 자녀를 보호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서비스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부모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호와 양육 계획을 시행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원이 부족합니다. 이 단체는 HIV 양성인 부모들과 인가된 보호자들이 입양, 양육권 및 

친권에 관한 미래의 보호와 해당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로운 보호자, 종종 조부모 또는 기타 부양 

가족들도 HIV에 영향을 받는 부양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격으로 법률 및 심리 사회적 

서비스의 형태로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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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는 2020년 말까지 뉴욕주에서 전염병으로 지정된 AIDS의 근절을 목표로, 

뉴욕주가 국내와 전 세계적으로 모두 HIV/AIDS 전염병을 근절시키는 우수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주지사의 “전염병 근절 

태스크 포스”(Ending the Epidemic Task Force)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종 

청사진을 마련했고, 그 이후 이 계획의 세 가지 주제를 현실화하기 위한 주요 단계가 

이뤄졌는데, 그것은: (1) HIV 검사 확대, (2) HIV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 제공, (3) HIV 

음성자들이 감염될 위험을 줄일 수 있게 해주는 약물인 PrEP(Pre-Exposure 

Prophylaxis)를 비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Medicaid 수혜자이거나 뉴욕주 교정 

시스템에 가입된 HIV 감염자 중에서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극대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태스크 포스의 주택 및 지원 서비스 위원회(Housing and Supportive Services 

Committee)는 특히 HIV 양성 판정을 받은 개인과 그 가족들이 법률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필요를 확인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HIV/AIDS와 함께 살고 모든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구체적인 

단계입니다.  
 

자금 지원을 받는 11개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하청업체하청업체하청업체하청업체 연간연간연간연간 

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 

Central New 
York 

Legal Services of Central New York, Inc. $196,113 

Finger Lakes Volunteer Legal Services Project of 
Monroe County, Inc. 

$196,113 

Northeastern 
NY 

Albany Law School of Union University $196,113 

Western 
New York 

Erie County Bar Association Volunteer 
Lawyers Project, Inc. 

$196,113 

Hudson 
Valley 

Legal Services of the Hudson Valley $288,300 

Long Island Nassau-Suffolk Law Services Committee $288,300 

New York 
City 

Family Center, Inc. $288,300 

New York 
City 

Legal Action Center of the City of New 
York, Inc. 

$288,300 

New York 
City 

African Services Committee, Inc. $288,300 

New York 
City 

The Legal Aid Society $28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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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ork 
City 

New York Council on Adoptable Children, 
Inc. 

$7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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