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P 지원이
필요하십니까?

노출 전 예방법(PrEP)은 HIV 감염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매일 복용하는
예방약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PrEP 복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
•
•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항문 성교를 하는 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성전환 여성
HIV 양성 보균자와 만남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 명의 파트너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관계를 갖는 사람

HIV 음성인을 위한 6단계 PrEP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
•
•
•
•

정기적 HIV 검사
트루바다(Truvada)를 매일 1정씩 복용
STD 예방을 위한 콘돔 사용
정기적 STD 검사
HIV 및 STD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교육
정기적 약물 복용에 대한 카운슬링 및 지원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노출 전 예방 지원 프로그램
(PrEP-AP)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한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PrEP를 위한 병원 진찰 및 실험실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해당 비용 지원은
PrEP-AP에 등록된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만 제공됩니다.

노출 전 예방 지원 프로그램(PrEP-AP)은 약 처방 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PrEP-AP에 등록된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은 환자
가 약 처방 비용에 대한 보험 지급을 위해 제약회사의 환자 지원 프로
그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PrEP-AP는 다음을 포함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
•
•

HIV 검사
약물 순응도 카운슬링 및 임상 모니터링
STD 검사
뉴욕주의 HIV 임상 지침에 따른 보조 치료 서비스

서비스 지원을 받으시려면 PrEP-AP에 등록된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함을 유념하십시오.

PrEP-AP 가입 방법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충분한 보험 지원이 되지 않으실 경우, HIV 보험미가입
자 진료 프로그램(HIV Uninsured Care Programs)/ADAP와 동일한 가입 양식을 사용하
여 PrEP-AP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www.health.ny.gov/diseases/aids/resources/adap/index.ht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PrEP-AP에 등록된 제공기관은 PrEP-AP 프로그램에서 보장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PrEP-AP 핫라인으로 연락하시면 가입 절차 및 종합 의료보장항목에 대한 안내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1-800-542-2437

자원
뉴욕주 보건부 노출 전 예방 지원 프로그램(NYS DOH PrEP):
www.health.ny.gov/diseases/aids/general/prep/
뉴욕주 노출 전 예방 지원 프로그램(NYS PrEP)에 등록된 의료 서비스 제공기관
디렉토리: www.health.ny.gov/diseases/aids/general/prep/provider_directory.htm
한결 쉬워진 HIV 예방(HIV Prevention Just Got Easier): www.prepforsex.org
뉴욕주 HIV 핫라인: 1-800-541-AIDS or 1-800-233-7432 (Spanish)
뉴욕시 보건정신위생부(NYS Department of Helath and Mental Hygiene PrEP):
www.nyc.gov/html/doh/html/living/prep-pep.shtml
미 질병관리본부(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www.cdc.gov/hiv/prevention/research/prep/

9006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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