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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센터 입원환자 병동의 

착공을 발표 

 

새로운 최첨단 시설은 혹독한 기후로부터 근로자와 방문객을 보호하기 위한 홍수 지역 

요건을 충족할 것임 

 

새로운 입원환자 병동의 렌더링은 여기에서 이용 가능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스태튼 아일랜드의 오션 브리즈 인근에 있는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센터(South Beach Psychiatric Center)에서 진행되는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입원환자 병동에 대한 착공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232,000평방피트의 시설은 현재 뉴욕주의 홍수 지역 고도 요건에 미달되는 

정신의학센터의 47년된 병동을 교체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독한 기후가 새로이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으며, 

뉴욕의 인프라와 시설은 대자연이 우리에게 더욱 더 많이 가하는 극심한 폭풍과 홍수를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보건 캠퍼스는 슈퍼폭풍 

샌디가 진행되는 동안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고, 오늘의 착공식은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이며, 모두를 위해서 보다 강력하고 복원력 있는 뉴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2억 5,000만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DASNY가 뉴욕주 정신보건국에 발행한 자본 

채권으로 자금이 조달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건설 기간 동안 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 시설에는 장래의 혹독한 기후 사정의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다수의 

홍수 방지 조치가 포함될 것입니다. 건물 부지의 고도를 높이기 위해서, 186,000톤이 

넘는 흙이 캠퍼스 기초를 지지하고, 홍수에 대비해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둔덕을 

만들기 위해 보건 캠퍼스에 투하되었습니다. 추가로, 건물의 주거 및 여가 활동 구역은 

연방 및 주 규정상 요구되는 최소 고도를 초과해서, 해수면 20피트 위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폭풍이 진행되는 동안 홍수로 인한 물의 배수를 촉진하고, 건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캠퍼스 전역에 걸쳐 새로운 배수 시스템이 설치되었습니다. 

 

5층 시설에는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안전하고 별도로 분리된 구역에 

250개의 성인용 병상과 12개의 아동용 병상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건물은 자연 채광을 

극대화하고, 소음 수준을 감소시키며, 환자를 위해서 차분하고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시설에는 안전한 아웃도어 포치, 공동 생활 공간, 의료 및 치과 클리닉, 

학교, 그리고 아동과 성인을 위해서 별도로 마련된 여가 및 테라피 공간이 포함될 

https://www.flickr.com/photos/nysomh/sets/72157672967593032


것입니다. 새로운 입원환자 병동은 영양 지원 서비스, 유틸리티 및 유지 관리 지원 등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근 건립된 중앙 서비스 빌딩(Central Services 

Building)에도 연결될 것입니다. 

 

뉴욕주 정신보건국 커미셔너 Ann Sulliv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의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센터 입원환자 병동들은 1969년에 건립되었고, 정신 질환에 대한 관리와 

치료가 지난 47년에 걸쳐 얼마나 진보되어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현대적인 최신식 시설은 우리 기관의 목표, 즉 회복과 희망이라는 우리 기관의 중심축에 

중점을 둔 환영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환자 중심의 보호를 반영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에 의존하는 스태튼 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의 지역사회에 우리가 

계속 봉사함에 있어서, 사우스 비치의 미래에 관해 크게 기대합니다.” 
 

DASNY 청장 겸 CEO Gerrard P. Bushell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DASNY의 핵심 과업입니다. 국내 최대의 저비용 세금 감면 채권 

발행자이자 가장 규모가 큰 공공 건설자 중 하나로서, DASNY는 뉴욕주의 개발자입니다. 

우리의 업무는 지역사회가 번성하도록 돕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며, 우리는 정신보건국과 

협력해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건물은 United States Green Building Conference로부터 LEED-실버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에너지 효율 건물로서 운영되기 위해서 건립될 것입니다. 이 

건물에는 건물 단열에 도움을 주는 한편으로 빗물을 흡수하고, 야생 생물을 위한 자연 

서식지 역할도 하도록, 자연 식물군으로 조성된 환경 친화적 “리빙 루프(living roof)”도 

설치됩니다. 

 

건설 1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근로자 중 26%는 스태튼 아일랜드 현지에서 

고용되었습니다. 추가로, 이 프로젝트는 소수자 및 여성 근로자 45%를 포함하는 근로자 

고용 목표를 초과하고, 소수자 및 여성 소유 사업체에 대해 주에서 요구하는 30%의 계약 

발주율을 초과하며, 상이군인 소유 사업체에 대한 3%의 계약 발주율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센터 입원환자 병동에 대한 현장 공사는 현저한 지형 리모델링과 

함께 2016년 4월에 개시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 시작해서, 800개가 넘는 강철 

파일이 기초를 지지하기 위해서 토지에 심어질 것이며, 2017년 4월에는 건물의 철재 

골조가 건립될 것입니다. 2018년 1월에는 기초 건물 건설이 시작될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2019년 후반이나 2020년 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상원의원 Andrew J. Lanz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 비치 정신의학센터에서 

새로운 최첨단의 입원환자 시설을 착공하는 것은 스태튼 아일랜드 주민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치료를 받고 제공하게 될 사람들에게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중요한 인프라의 

교체는 향후의 홍수 사고로부터의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사우스 비치에 있는 사람들과 

자원의 안전을 유지시켜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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