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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400만 달러 규모의 오네이타 카운티 센트럴 뉴욕 정신의학 센터 

리노베이션 발표  

  

마시의 입원 시설 100,000 평방피트를 개선하는 업그레이드 공사  

  

개선 공사를 통해 주정부 정신보건국 인프라 현대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오네이다 카운티 마시 타운에 위치한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소속 센트럴 뉴욕 정신의학 센터(Central New York 

Psychiatric Center) 및 안정 치료 및 회복 센터(Secur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enter) 캠퍼스에서 400만 달러 규모의 현대화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ew York, DASNY)이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따라 인프라를 포함한 시설 100,000 평방피트 개선 공사를 

실시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정부 운영 시설에서 뉴욕 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인프라 개선 공사에 

투자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시설이 안전하고 더욱 적절한 방식으로 캠퍼스 직원은 

물론 향후 이곳에서 지낼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메디컬 스위트 77번 빌딩(Building 77) 및 39번 빌딩(Building 39 Medical Suite)의 

캠퍼스 약국, 주방 등에서 리노베이션을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력, 조명, 

데이터, 보안 시스템, 공조 시스템(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HVAC) 

교체, 선택적 철거, 석면 및 폴리염화바이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 PCB) 제거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공사에는 새로운 보일러, 칠러, 펌프, 신규 냉수 및 온수 공급기 설치 등 약 

100,000 평방피트 규모의 리노베이션이 포함됩니다. 건설 기간 중 리노베이션 건물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센트럴 뉴욕 정신의학 센터는 교정 및 지역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ervices)에 수감된 재소자 및 25개 업스테이트 카운티 감옥의 재판 



전 구류자에 대한 입원 서비스를 비록하여, 재판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을 위한 

회복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안정 치료 및 회복 센터는 뉴욕의 성범죄자 관리 

치료법(Sex Offender Management and Treatment Act)에 따라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거주 치료를 제공합니다.  

  

Reuben R. McDaniel III 뉴욕주 시설서비스청 대표 겸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ASNY는 OMH와 협력하여 중요한 정신 보건 시설을 개선하고 특수 

시설에 건축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협력을 

통해 정신의학 문제를 가진 사람은 물론 일반 대중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신보건국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했던 

이번 리노베이션을 통해 정신 보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법 시스템 내의 사람들은 

안전한 치료 환경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우호적인 환경에서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때, 우리는 이들이 잘 해낼 것이며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출소 후 지역사회의 귀중한 일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Joseph A. Griffo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센트럴 뉴욕 정신의학 센터에 매우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직원, 환자, 가족을 위한 

가장 안전하고 첨단의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 공사는 

지역사회와 지역의 공중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개선 및 강화할 것입니다."  

  

Marianne Buttensch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 보건은 

뉴욕주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입니다. 센트럴 정신의학 센터에서 제공하는 

감식 평가 및 치료 프로그램은 우리의 공중 안전을 위해 정신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낙후된 본 시설에 반드시 필요했던 업그레이드 공사는 

시설 거주자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을 보호할 것입니다. 직원 및 

거주자들은 안전하고 개선된 환경에서 근무 및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 소개  

1944년 설립된 DASNY는 뉴욕주의 자본 프로젝트 개발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뉴욕의 

번영을 위한 지속적이고 탄력 있는 과학, 건강 및 교육 시설에 자금과 건축을 

지원합니다. 시설서비스청은 6월 30일 현재 약 607억 달러 규모의 투자금을 보유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면세 채권 발행 기관입니다. DASNY는 또한 5월 31일 기준 가치가 

약 77억 달러에 달하는 1,000개 이상 프로젝트의 건설 파이프라인을 진행 중인 대형 

공공 건설사입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 소개  

뉴욕주는 매년 70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대규모 종합 정신 건강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국은 주 전역에서 정신의학 센터를 운영합니다. 보건국은 또한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7ec555ba-215e6c88-7ec7ac8f-000babd905ee-02e4d58ca27c690e&q=1&e=f09b95c9-7b58-4065-83af-985e994498f6&u=http%3A%2F%2Fdasny.org%2F
https://omh.ny.gov/


지방 정부 및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4,5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관리, 인증, 

감독합니다.  

  

센트럴 뉴욕 정신의학 센터 소개  

 센트럴 뉴욕 정신의학 센터는 종합 정신 보건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뉴욕주 및 

카운티 교정 시스템(Correctional Systems)에 수감된 재소자들에게 광범위한 범위의 

관리 및 치료를 제공합니다. 센터는 오네이타 카운티 마시 타운에서 안전한 입원 

시설을 운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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