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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주지사주지사주지사, 320,000여여여여 명의명의명의명의 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뉴요커들이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호프의호프의호프의호프의 혜택을혜택을혜택을혜택을 보았다고보았다고보았다고보았다고 발표발표발표발표  

 

수퍼폭풍수퍼폭풍수퍼폭풍수퍼폭풍 Sandy의의의의 생존자들을생존자들을생존자들을생존자들을 돕는돕는돕는돕는 데데데데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상담상담상담상담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Andrew M. Cuomo 지사는 오늘  320,000여 명의 뉴요커들이 수퍼폭풍 Sandy의 생존자들을 위한 

위기 상담 프로그램인 프로젝트 호프의 서비스를 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수퍼폭풍 Sandy가 

상륙한 후 1개월도 안 되어 출범한 프로젝트 호프는 Nassau, Suffolk, Rockland 및 Westchester 

카운티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피해 지역 내에서 꾸준히 활동하였습니다. 

 

“수퍼폭풍 Sandy가 야기한 개인적 혼란 와중에 프로젝트 호프는 영향을 입은 뉴요커들이 폭풍의 

충격을 극복하고 전진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긴요하였습니다”라고 Cuomo 지사는 말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이 프로그램은 회복하기 위해 지지가 필요한 320,000여 명의 뉴요커들에게 

도움과 상담을 적시에 제공하였습니다. 우리의 회복 노력은 이 도움을 계속 제공하여 우리 주 및 

모든 뉴요커들의 불굴의 정신을 복원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호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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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비상관리청이 예산을 지원하고 연방 약물남용정신건강서비스청이 시행하는 프로젝트 

호프는 2014년 2월까지 운용될 것입니다. 프로젝트 호프는 뉴욕주 정신건강실 주도 

프로그램으로서 이 실은 피해 카운티들과 협력해 30여 지역 서비스 기관들과 계약하여 수퍼폭풍 

Sandy 피해자들에게 상담 및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호프는 600명 이상의 뉴욕 주민을 각자 거주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채용하였으며 이들 

중 518명은 정규직으로 직접 활동하는 위기상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고조시에 프로젝트 

호프는 800여 명의 뉴욕 주민들을 임시 위기상담 서비스에 고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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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호프 위기 카운슬러들은 계속 이 재난의 최일선에 있으며 많은 경우에 수퍼폭풍 Sandy 

생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최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왔고, 프로젝트 호프와 독립하여 계속 만날 지지 그룹을 결성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층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및 시니어 센터와 제휴하였습니다. 모든 프로젝트 

호프 기관들은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호프 위기 상담 서비스가 끝난 후에도 

생존자들이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지원, 치료 및 케이스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호프가 섬긴 사람들의 순수한 숫자는 수퍼폭풍 Sandy로 황폐화된 가정의 계단과 

지역사회의 거리에 있었던 위기 카운슬러들의 끈질김을 증명합니다. 저는 이 전례 없는 재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협력하신 우리 정부와 커뮤니티 파트너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뉴욕주 

정신건강실의 커미셔너 대행인 John V. Tauriello가 말했습니다.  

 

뉴욕시 보건정신위생과 정신위생 담당관인 Adam Karpati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압도된 느낌이 들면 프로젝트 호프에 연락하십시오.” 

 

Nassau 카운티 정신건강, 약물의존, 발달장애 서비스실의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 디렉터인 James R. 

Dolan, J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Nassau 카운티 집행관 Ed Mangano의 리더십 하에 Nassau 

카운티 정신건강, 약물의존, 발달장애 서비스실은 뉴욕주 정신건강실의 프로젝트 호프 프로그램과 

제휴하여 수퍼 폭풍 Sandy의 피해자들에게 위기 상담 서비스를 전달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웃리치, 상담 및 커뮤니티 자원 연결을 제공하는 Nassau 카운티 행동건강 서비스 

네트워크와 협력한 것이 다행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폭풍 피해자들을 위한 탄력성을 진흥하고 

회복을 쉽게 히였습니다.” 

 

Suffolk 카운티 보건서비스과의 커뮤니티 서비스 담당 디렉터인 Art Flesche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Suffolk 카운티의 프로젝트 호프 위기 상담 이니셔티브 구현에서 우리의 기관 

파트너들이 보여주신 헌신과 에너지는 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숫자의 주민들에게 

제공된 적시 지원은 이 프로그램의 가치와 이 노력에 의해 충족되었고 계속 충족되는 엄청난 

니즈를 증명합니다.” 

 

프로젝트 호프에 대한 상세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번호 중 하나로 LifeNet에 전화하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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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지역 프로젝트 호프 제공기관과 세심하게 연결됩니다.  

 

LifeNet에에에에 연락하려면연락하려면연락하려면연락하려면 다음다음다음다음 번호로번호로번호로번호로 전화하십시오전화하십시오전화하십시오전화하십시오:  

영어영어영어영어: 1-800-543-3638 

스페인어스페인어스페인어스페인어: 1-877-298-3373  

아시아아시아아시아아시아 언어언어언어언어: 1-877-990-8585 



 

Korean 

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프로젝트 호프호프호프호프: 본본본본 서비스서비스서비스서비스 타입이타입이타입이타입이 섬긴섬긴섬긴섬긴 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 숫자숫자숫자숫자 (2013년년년년 10월월월월 21일일일일 현재현재현재현재) 

지역지역지역지역 
개인개인개인개인/가족가족가족가족 위기상담위기상담위기상담위기상담 

만남만남만남만남 

그룹그룹그룹그룹 위기위기위기위기 상담상담상담상담 

세션세션세션세션 

그룹그룹그룹그룹 공개교육공개교육공개교육공개교육 

세션세션세션세션 
합계합계합계합계 

뉴욕시 117,396 36,666 42,579 196,641 

Nassau 카운티 45,404 3,901 19,978 69,283 

Suffolk 카운티 29,992 1,322 18,121 49,435 

Westchester/Rockland 

카운티 1,806 304 3,631 5,741 

합계합계합계합계 194,598 42,193 84,309 32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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