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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CHUL 주지사,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에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정신 보건 사무소 새 입원 환자 건물 개원 발표  

  
초대형 태풍 샌디의 피해 후 미래의 폭풍과 홍수에 저항하기 위해 재건된 사우스 비치 

정신과 센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의 사우스 비치 정신 

병원에 정신 보건 사무소의 새 입원 환자 건물을 공식 개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스 비치 캠퍼스를 개조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구조물은 초대형 태풍 

샌디가 발생했을 때 SBPC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홍수에 견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건물은 뉴욕이 환자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뉴욕주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축 건물과 다른 

개선 사항들은 극심한 기상 현상이 새로운 일상이 되는 시점에서 환자, 직원, 그리고 

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 신축 건물은 작년에 코로나19의 급증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되었을 때 

매우 귀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환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보수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년 조금 더 지난 후, 총 

1,022명의 환자들이 신축 건물에서 코로나19 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정신 보건 사무소 커미셔너인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축 건물은 

환자와 직원에게 환자 회복과 직원 만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환영하는 최첨단 

시설을 제공할 것입니다. 신축 건물은 또한 치료 프로그램, 사회적 상호작용, 

레크리에이션, 피트니스 및 교육을 위한 장소를 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치료 환경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는 뉴욕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훌륭한 투자입니다."  

  

뉴욕주 시설서비스청(Dormitory Authority of the State of NY)의 사장 겸 

최고경영자인 Reuben R. McDaniel III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DASNY는 OMH와 

협력하여 이러한 취약 계층을 위해 가능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탄력적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우스 비치 건물의 설계와 건축을 



관리하기 위해 OMH와 협력하면서, 향후 수십 년 동안 뉴욕주와 스테이튼 

아일랜드(Staten Island)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개원할 것입니다."  

  

뉴욕주 Diane Savin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첨단 시설은 우리 

주민들에게 가능한 최고의 정신 건강 관리를 제공하겠다는 뉴욕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고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의 탄력성과 능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신축 건물이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전한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뉴욕주 Michael Cusick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첨단 시설은 

도시 전역의 환자들에게 고품질의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신축 건물의 

사려 깊은 디자인은 환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신축 건물의 디자인과 주요 건축 하이라이트 동영상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23만 평방 피트의 5층짜리 건물은 홍수를 막기 위해 해발 20피트 높이의 더미 

위에 지어졌으며, 추가적인 예방책으로 모든 시설들을 해수면 위로 약 30피트 높이에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 부지 설계는 홍수 완화 조치를 통합하고 새로운 배수 

시스템이 캠퍼스 전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자연 냉각, 폭풍수 완화 및 

LEED의 지속 가능한 규정 준수를 위해 친환경 루프로 건설되었으며 환경 친화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입니다.  

  

이 신축 건물은 시설의 많은 프로그램과 활동을 중앙 집중화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중앙 서비스 빌딩에 연결되는 새로운 약국 및 서비스 회랑은 지원 서비스 

배포 효율성을 높입니다.  

  

단위 데스크 구역은 개방되어 있고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시야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는 직접적인 감독을 제공하며 직원과 환자가 쉽게 상호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및 개인 직원/소비자 참여를 위한 개인 상담실 및 인터뷰실도 있습니다.  

  

동시에, 이 건물은 환자와 직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를 받는 신체 환경이 건강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형 창문은 

자연광과 뛰어난 조망권을 제공합니다. 이 풍경은 용이한 유지관리와 계절적 색 

변화를 제공하기 위해 토종 풀, 나무, 관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개선 분야로는 메인 로비가 있는 데 이 메인 로비는 적절한 안전 및 보안을 

제공하면서도 더욱 환영받고 있습니다. 지상은 장애인 친화적으로 조성되어 

주차장에서 프론트 도어까지 점차적으로 경사져 있어 경사로와 계단이 불필요합니다.  

  

https://protect2.fireeye.com/v1/url?k=83b795f9-dc2cace8-83b56ccc-000babd9fe9f-d87e84447fad43a6&q=1&e=65f6f31f-b684-4195-ae02-18fc1fb96479&u=https%3A%2F%2Fyoutu.be%2Fi9sENm0tBcM


이 신축 건물에는 살롱, 카페, 사교 공간, 알뜰 가게가 들어설 수 있는 "프로메나드"와 

프로그래밍, 활동, 가족 방문을 위한 추가 공간이 있습니다.  

  

2014년 4천 2백만 달러 규모의 새 센트럴 서비스 빌딩을 개장한 후, 이 빌딩은 초대형 

태풍 샌디의 폭풍우로 파괴된 주요 기반시설을 대체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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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governor.ny.gov/
mailto:press.office@exec.ny.go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