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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동물 보호소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500만 달러 지원 발표  

  

3차 려동물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을 통해 뉴욕 보호소의 주요 건설, 

뉴욕주 전역 지역 동물 보호소의 수리 및 확장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  

  

2017년 이래 프로그램에 총 1,500만 달러 지원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 동물 보호소의 중요한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50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반려동물 

기금(New York State 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의 3차 재정 지원으로 자격이 

있는 단체들이 동물 관리와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시설에 대한 중대한 개선을 

가능하게 합니다. 2017년부터 총 1,500만 달러가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반려동물이 

필요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동물 보호소에 필수적인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오늘날의 

지속적인 자금 조달은 이러한 시설, 직원, 자원 봉사자들이 반려동물에게 그들을 사랑해 

줄 가정을 찾는 데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속적인 작업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은 뉴욕 동물 보호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중대한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미국 최초의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시작된 이후 24개의 프로젝트가 주 전역에서 지원금을 받았으며, 계속 진행 

중입니다.  

  

반려동물 자본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은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가 관리하며, 자본 프로젝트 관련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매칭 보조금을 제공하여 지방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동물들이 더욱 나은 보살핌을 받고 개선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금은 비영리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 보호소, 인도주의 단체, 동물 학대 방지 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건축, 복구, 재건, 건물 인수를 비롯해 보호 중인 반려견과 

고양이들을 위한 보금자리,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Richard A. Ball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전역의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보호소에 개선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원금을 계속 제공하여 반려동물들이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는 시설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뉴욕주 동물보호연맹(New York State Animal Protection Federation)는 해마다 

150,000마리 이상의 동물이 이런 시설에 보내져 대부분 뉴욕의 가정에 입양된다고 

예상했습니다.  

  

Monica R. Martinez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Andrew M. Cuomo 

주지사가 주 전역의 보호소에서 보살핌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이 중요한 기금을 

확보한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 지역 보호소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 회에서 

가장 취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목소리가 없는 생명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 복지 기금을 끊임없이 지지함으로써 동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원 국내 동물 복지 위원회(Senate Domestic Animal 

Welfare Committee)의 의장으로서 저는 스스로를 옹호할 수 없는 생명의 권리와 보호 

수준을 높이고 뉴욕주 전역에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물 보호소 시스템을 개혁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Deborah Gl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자본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은 새로운 가정을 기다리는 미래의 반려 

동물들이 최상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뉴욕의 동물 보호소를 지원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의 동물 보호소는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자금 

지원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동물이 적절한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뉴욕주 동물 보호 연맹(New York State Animal Protection Federation)의 Libby Post 

전무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자본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은 뉴욕 전역의 보호소와 그 운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뉴욕주 전역에서 혜택을 확인했고 곧 이 자금 지원을 통해 핵심 요소인 

새로운 보호소 설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려동물들이 머리 위에 

튼튼한 지붕을 가지고, 영원히 머무를 가정을 기다리는 동안 살기 좋은 곳을 만드는 것은 

뉴욕 전역의 입양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연맹은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개와 고양이의 생명을 구하려 노력해주신 Cuomo 주지사, Deborah Glick 뉴욕주 

하원의원, Monica Martinez 뉴욕주 상원의원, Phil Boyle 뉴욕주 상원의원,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 감사드립니다."  

  

인구가 200만 명 이하의 단일 자치 정부를 위해 운영하는 단체에서 

50,000~200,000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제안한 프로젝트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신청자가 보조금 총액의 50%에 대등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자치 정부 혹은 2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운영하는 단체는 100,000~500,000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지원받은 보조금은 제안한 프로젝트의 75 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신청자가 

보조금 총액의 25 퍼센트에 해당하는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단체는 반드시 2020년 1월 20일 오후 4시까지 보조금 게이트웨이(Grants 

Gateway) 를 통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및 지원 절차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agriculture.ny.gov/RFPS의 현재 기금 기회(Current Funding Opportunitie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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