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 전역의 동물 보호소를 위한 500만 달러 상당의 보조금 발표  

  

뉴욕 동물 보호소에서 진행되는 14개의 건설, 개조, 확장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미국 

최초의 주 정부 자금  

  

프로젝트는 동물 관리 및 건강을 개선하며 뉴욕의 개 및 고양이 입양을 보장할 예정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전역에 있는 14개의 동물 보호소 및 동물 애호 

협회가 뉴욕주 반려동물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을 통해 총 5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지원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은 뉴욕 동물 보호소에서 진행되는 여러 중대한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미국 

최초의 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금은 관련 기관들이 동물 관리 및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그들의 시설을 보수하도록 지원하며, 개와 고양이의 입양을 보장하도록 

돕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동물 보호소는 이 위대한 뉴욕주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동물 보호소가 영구적인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보살필 개와 고양이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함에 따라, 이 기금은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동물 관리의 질을 개선하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가 문명화되고 공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그들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어떻게 돌보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 

기금은 주 전역의 동물 보호소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동안 개와 고양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2017-18년 뉴욕주 예산(2017-18 New York State Budget)이 자금을 지원한 반려동물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은 사육장 보수, 의료 시설 개선 혹은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보호소 추가 설치 등 자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대응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기금은 건축, 개조, 재건 또는 건물 인수 혹은 보호 

중인 개와 고양이들을 위한 보금자리,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보조금은 필요성과 프로젝트의 준비 상태에 따라 동물 보호소에 

제공됩니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동물 보호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 지역  

• 동물 보호 재단(Animal Protective Foundation) (스코샤, 스키넥터디 

카운티):단체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의료 시설을 개선하며, 환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냉난방 시설을 포함하여 현 보호소의 개조를 지원하는 새로운 고양이 관리 

센터의 건설을 위한 220,867달러 보조금.  

  

웨스턴 뉴욕  

• 카타라우구스 카운티의 동물 학대 방지 협회(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SPCA) (올린, 카타라우구스 카운티):현 보호소의 개조를 

위한 164,436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환기 개선 및 내후성을 위한 새로운 

냉난방 시설 설치 작업을 포함합니다. 이 보호소는 또한 입양을 더욱 따뜻하게 

맞이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 웨스트 세네카 타운 시립 동물 보호소(Municipal Shelter) (웨스트 세네카, 이리 

카운티):현 보호소의 개조를 위한 119,775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지붕이 

있는 사육장 설치와 지붕 교체 및 확장 작업을 포함합니다.  

  

모호크 밸리  

• 허키머 카운티 동물 애호 협회(Humane Society) (모호크, 허키머 카운티):현 

보호소의 개조를 위한 500,000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환기 개선을 위한 

새로운 냉난방 시설 설치, 동물이 지내는 방 개조, 안전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및 사육장 교체 작업을 포함합니다.  

• 롬 동물 애호 협회(Humane Society) (롬, 오네이다 카운티):현 건물을 대체할 

새로운 동물 보호소의 건설을 위한 500,000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 수용량을 늘리기 위해 50년 된 낡은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또한, 질병 관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격리 공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서스쿼해나 동물 학대 방지 협회(SPCA) (쿠퍼스타운, 옷세고 카운티):현 건물을 

대체할 새로운 동물 보호소의 건설을 위한 500,000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홍수의 위험을 줄이고 입양 상담 구역을 추가하기 위해 인접한 토지에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롱아일랜드  



 

 

• 아이슬립 타운 시립 동물 보호소(Municipal Shelter) (아이슬립, 서퍽 카운티):현 

건물을 대체할 새로운 동물 보호소의 건설을 위한 498,200달러 보조금. 이 새로운 

보호소는 동물 수용량을 늘리고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54년 된 낡은 현 건물을 

교체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수술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스미스 타운 시립 동물 보호소(Municipal Shelter) (힉스빌, 나소 카운티):새로운 

추가 건물의 건설을 위한 168,750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동물 섭취, 격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rap-neuter-return) 구역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건물의 

건설 작업을 포함합니다.  

  

미드 허드슨 밸리  

• 미들타운 동물 애호 협회(Humane Society) (미들타운, 오렌지 카운티):현 보호소 

개조 및 새로운 추가 건물의 건설을 위한 439,000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격리 

및 치료 구역과 수용량을 늘리기 위한 확장된 동물 거주 구역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부속 건물을 건설하는 작업을 포함합니다.  

• 웨스트체스터 동물 학대 방지 협회(SPCA) (브라이어클리프 마노, 웨스트체스터 

카운티):현 건물을 대체할 새로운 동물 보호소의 건설을 위한 500,000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동물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해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현대적인 시설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센트럴 뉴욕  

• 오스위고 시 시립 동물 보호소(Municipal Shelter) (오스위고, 오스위고 카운티):현 

보호소 개조 및 새로운 추가 건물의 건설을 위한 489,375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기존 시설을 추운 기후로부터 보호하고 질병 관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격리 구역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노스 컨트리  

• 포츠담 동물 애호 협회(Humane Society) (포츠담, 세인트 로렌스 카운티):현 

보호소 개조 및 새로운 추가 건물의 건설을 위한 178,895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환기 개선을 위해 냉난방 시설을 교체하고, 사육장을 수리 및 

개조하며 소음 감소 자재를 설치할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 보호소 동물을 위한 단독 건물을 건설하는 작업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핑거 레이크스  

• 로체스터 및 먼로 카운티 DBA Lollypop Farm 동물 애호 협회(Humane Society) 

(페어포트, 먼로 카운티): 현 보호소의 개조를 위한 500,000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개 수용 지역에 소음 흡수판을 설치하고 적절한 환기를 위한 새로운 

냉난방 시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와이오밍 카운티 동물 보호소(Animal Control) (워소, 와이오밍 카운티):현 

보호소의 개조를 위한 100,000달러 보조금. 이 프로젝트는 안전성, 안락함, 

수용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사육장 설치, 난방, 환기 및 공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냉난방 시설 설치, 감염 관리 및 동물의 일상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개조 

작업을 포함합니다.  

  

뉴욕주 동물 보호 연맹(Animal Protection Federation)에 따르면 매년 150,000마리 

이상의 동물이 비영리 단체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호소 및 동물 애호 협회로 오게 

됩니다. 이 뉴욕주 반려동물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은 이러한 단체들이 

계속해서 현지 지역사회에 보호 시설을 제공하고 개선된 동물 관리 체계를 추진하며 더 

많은 동물을 입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뉴욕주 농업부(State Agriculture)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주의 동물 보호소, 동물 애호 협회 및 동물 학대 방지 협회(SPCA)가 건설, 

개조, 및 확장 작업을 불문하고 뉴욕주의 동물들을 위한 더 나은 보살핌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완료된 이후 더 많은 개와 

고양이를 뉴욕의 가정에 연결해주기 위한 저희의 공동 목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Phil Boyle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의 구조 및 보호소가 

영구적인 집을 기다리는 구출된 개와 고양이를 위한 안전한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Cuomo 

주지사님이 2017-18년 예산(2017-18 Budget)에 반려동물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에 대한 자금을 포함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비영리 및 시립 동물 보호소가 

향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Deborah Glick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 전역의 동물 보호소는 

동물들을 매우 잘 보살피고 있으며 그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찾아줍니다. 더 많은 

보호소가 수용 동물을 죽이는 데 반대하는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더 넓은 사육 공간과 

개선된 의료 시설에 대한 필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뉴욕의 

반려동물들에 대한 자애로운 보살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뉴욕주 동물 보호 연맹(Animal Protection Federation)의 Libby Post 전무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간 자금을 지원받은 지원금 신청서의 수를 생각하면 

대단히 기쁩니다. 뉴욕주 동물 보호소와 동물 애호 협회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뚜렷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용 가능한 자금은 지원금 신청서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는 

뉴욕주 반려동물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이 뉴욕주 예산에 다시 한번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뉴욕주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에서 뉴욕주 반려동물 

기금(Companion Animal Capital Fund)을 관리합니다. 농업시장부는 다양한 부서와 



 

 

프로그램을 통해 뉴욕의 농업과 양질의 다양한 제품을 홍보하고 농업 관리 환경을 

조성하며, 뉴욕주의 식품 공급, 토지, 식물, 가축 및 반려동물을 보호합니다. 또한, 도량형 

및 식품 안전 부서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보장합니다.  

  

농업시장부에서 그레이트 뉴욕주 박람회(Great New York State Fair)를 운영하고, Taste 

NY 이니셔티브, FreshConnect, 뉴욕주 재배 인증(New York State Grown and 

Certified)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 

인스타그램(Instagram)에서 농업시장부 소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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