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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태풍태풍태풍태풍 SANDY 희생자희생자희생자희생자 17만만만만 여여여여 명에게명에게명에게명에게 'PROJECT HOPE' 위기위기위기위기 상담상담상담상담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지원할지원할지원할지원할 

계획계획계획계획 발표발표발표발표 

지역지역지역지역 봉사활동을봉사활동을봉사활동을봉사활동을 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기반으로 한한한한 위기위기위기위기 상담상담상담상담 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프로그램을 통해통해통해통해 Sandy의의의의 피해자피해자피해자피해자 돕기돕기돕기돕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상담상담상담상담, 교육교육교육교육 및및및및 

정보정보정보정보 제공제공제공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지난 2012년 11월 태풍 Sandy가 휩쓸고 지나간 이후 뉴욕주 정신건강 

담당실에서 개최된 “Project Hope” 프로그램이 17만 여 명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주민에게 상담을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태풍 Sandy 이후 Project Hope 프로그램이 6개월이상의 기간 동안 17만 여 명의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태풍 Sandy 이후 대중교통 체계 및 주택과 사업체의 재가동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나 이같은 물리적 흔적 외에도 피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Project Hope는 태풍 

Sandy와 같은 재난으로부터의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Project Hope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이 재난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상담 및 기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Project Hope는 피해자들이 태풍 발생 이전의 정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존자에게 비공개 상담, 공공 교육, 리소스 및 연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지원은 생존자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담자는 다양한 연령층의 생존자를 만나기 위해 주민센터, 교회 뿐만 아니라 개인 집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Project Hope는 8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을 각자 거주지역 내에서 채용하였으며 이들 중 676명은 

정규직으로 직접 활동하는 위기상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Project Hope 직원은 가장 피해가 

컸던 Nassau, Suffolk, Rockland, Westchester 카운티 및 뉴욕시의 5개 보로를 담당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정보에 의하면 17만 명 이상이 프로그램 개최 이후 5개월동안 도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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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Hop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1,860만달러 이상이 연방 기상관리기구(FEMA)의 

정신건강 담당실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Project Hope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4,720만달러의 예산 요청이 아직 보류 중입니다.  

 

Project Hope의 Ken Gnirke 이사는 “우리 상담자들은 태풍 Sandy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다양한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학점이 떨어지고 있는 성취욕이 강한 학생이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태풍 Sandy의 피해를 복구하는 동안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갈망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가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상담자는 매우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생존자가 당연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이해하며 회복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생존자들이 향후 수 개월 동안 태풍 Sandy의 흔적에 고통스러워 할 것이므로 우리가 수 개월간 

지역사회에 남아서 봉사할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Project Hope는 FEMA가 자금 지원을 하며 약물 중독 및 정신 건강 서비스국(SAMSHA)이 

관리합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뉴욕주민은 1-800-LIFENET로 전화하여 지역의 Project Hope 

프로그램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LifeNet은 지역의 Project Hope와 생존자를 연결하여 주민의 

고충들 해결하도록 훈련된 직원들이 뉴욕주민을 위해 무료로 비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프라인이며 매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Project Hope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방문하세요: http://omh.ny.gov/omhweb/disaster_resources/project_hope/ 

 

LifeNet에 연결하려면 다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l: 

영어: 1-800-543-3638, 

스페인어: 1-877-298-3373, 

아시아 언어: 1-877-990-8585 

TTY: 212-982-5284 

Project HOPE: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유형에유형에유형에유형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제공된제공된제공된제공된 개인의개인의개인의개인의 번호번호번호번호 

지역지역지역지역 
개인개인개인개인/가족가족가족가족 위기상담위기상담위기상담위기상담 

건건건건 

그룹그룹그룹그룹 위기위기위기위기 

상담세션상담세션상담세션상담세션 

그룹그룹그룹그룹 공개교육공개교육공개교육공개교육 

세션세션세션세션 
합계합계합계합계 

뉴욕시 61,368 17,581 23,302 102,251 

Nassau 카운티 22,444 2,264 11,347 36,055 

Suffolk 카운티 20,040 919 8,748 2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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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chester/Rockland 

카운티 
1,515 138 1,034 2,687 

전체프로그램 105,367 20,902 44,431 170,700 

Project Hope 직원현황직원현황직원현황직원현황 NYC Nassau Suffolk 
Rockland/ 

Westchester 

합계합계합계합계 

 

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 직접서비스직접서비스직접서비스직접서비스 위기위기위기위기 상담자상담자상담자상담자 388 176 92 20 676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