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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SANDY 위기위기위기위기 상담을상담을상담을상담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예산으로예산으로예산으로예산으로 추가추가추가추가 3900만만만만 달러달러달러달러 발표발표발표발표  
 

170,000여명이여명이여명이여명이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받은받은받은받은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Project Hope를를를를 위한위한위한위한 연방연방연방연방 예산이예산이예산이예산이 곤궁에곤궁에곤궁에곤궁에 처한처한처한처한 뉴요커들을뉴요커들을뉴요커들을뉴요커들을 

돕겠다는돕겠다는돕겠다는돕겠다는 약속을약속을약속을약속을 계속계속계속계속 뒷받침하다뒷받침하다뒷받침하다뒷받침하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수퍼폭풍 Sandy의 생존자들을 위한 위기 상담 프로그램인 Project 

Hope를 지속하기 위해 연방비상관리국(FEMA)이 추가 3900만 달러를 뉴욕주에 교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통틀어 Project Hope는 FEMA로부터 5800만 달러를 받았으며 곤궁에 처한 뉴요커 

170,000여명을 지원했습니다.  
 

“6개월전 수퍼폭풍 Sandy 후, 뉴욕주의 피해는 뒤에 남은 황폐화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당한 

정서적 및 정신적 피해도 있었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Project Hope는 도움이 

필요한 170,000여명의 중요한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추가 예산으로 우리는 

뉴요커들이 아직도 마음 속에 생생한 비극을 극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는 우리의 깊은 약속을 계속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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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입니다. 위기 카운슬러들이 생존자에게 비공개 상담, 공공 교육, 자원 및 연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공개 지원은 생존자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위기 카운슬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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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원은 가장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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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기 카운슬러들은 최일선에 있으며 때때로 수퍼폭풍 Sandy 생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최초의 사람들입니다. Project Hope 요원에 따르면 아래의 예들을 보면 그들이 매일 같이 보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다고 합니다.  

• 위기 카운슬러들은 생존자들에게 편리한 장소에서 만나는데, 어떤 Long Island 소년은 

수퍼폭풍 Sandy가 그의 집을 파괴한 후 어떻게 그가 자다가 오줌을 싸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부모와 위기 카운슬러에게 은밀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Project Hope는 그의 가족을 

커뮤니티 내의 더욱 광범위한 상담 서비스에 연결하였으며 그는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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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Hope는 Staten Island의 지역 도서관에서 후원그룹을 만들어 커뮤니티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들이 홀로 있지 않음을 상기시켜주었습니다. Project Hope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이웃이 폭풍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발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 Project Hope는 낙담하여 자기 아이들을 위해 굳세게 나아갈 수 없었던 Rockaways의 

싱글맘을 도왔습니다. 우리 위기 카운슬러들은 그녀의 걱정을 들어주고 극복 메커니즘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녀는 잃었다고 느낀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Sandy 관련 스트레스를 처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 사라지지 않는 슬픔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은 이해할만 합니다”라고 Project 

Hope 프로그램 담당 이사인 Ken Gnirke가 말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의 경우 이 재난의 효과를 

극복하려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위기 카운슬러들은 커뮤니티로 나가서 사람들이 이 

보기 드문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그들에게 강요하는 이 뉴 노멀을 이해하고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개인 및 집단 위기 상담을 계속 제공할 것이지만 Project Hope 팀은 곧 역할을 확대하기 

시작해 후원 그룹 개발을 촉진하여 마침내 커뮤니티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Project Hope는 계속해서 생존자들에게 극복 전략과 재난 관련 가용 

자원에 대해 교육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존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높은 수준의 책임을 갖고 있는 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박식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며, Project Hope의 성공을 확보할 능력이 있는 후원 

기관들과 요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 전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선정을 돕는 것이든 극복 팁과 

찾아가야 할 대상 목록을 제공하는 것이든 Project Hope 요원의 통합된 노력으로 무료의 비공개 

위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 만명 뉴요커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라고 Gnirke는 

말했습니다. 
 

Project Hope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 중 하나로 LifeNet에 전화하여 “Project 

Hope”를 요청하십시오. 전화를 건 사람은 해당 커뮤니티를 알고 그의 회복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 Project Hope 제공기관과 세심하게 연결됩니다. 

LifeNet에에에에 연락하려면연락하려면연락하려면연락하려면 다음다음다음다음 번호로번호로번호로번호로 전화하십시오전화하십시오전화하십시오전화하십시오: 

영어영어영어영어: 1-800-543-3638 

스페인어스페인어스페인어스페인어: 1-877-298-3373 

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 언어언어언어언어: 1-877-990-8585 

TTY: 212-982-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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