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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OMO 주지사, 반려동물 보호 법안에 서명  

  

퇴거 시 반려동물의 안전한 퇴거와 관리 보장  

  

  

오늘 Andrew M. Cuomo 주지사는 퇴거 과정에서 반려동물이 버려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률(S.7388B/A.8684B)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퇴거 명령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부동산에 반려동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려동물이 퇴거민과 함께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려동물이 얼마나 빨리 가족의 일원이 

되는지 직접 겪어봐서 잘 압니다. 퇴거 과정과 같은 사례에서 살아 있는 반려동물을 

소유물로 취급해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소중한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줄 이번 조치에 

서명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퇴거 명령이 떨어지면 집행관이 퇴거 대상자의 해당 부동산 내에 있는 자산 소유권을 

넘겨받아 부동산 내 모든 물건의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물건을 지정된 시간 동안 

보관하며, 퇴거 대상 거주민은 나중에 이러한 물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소파와 동물 간의 처리 방법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있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서명한 법률에서는 이러한 부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안전과 관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려동물도 가족이므로 당연히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을 통해 퇴거 절차 중 동물의 안전이 보장될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인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다루어야 하며 결코 유기하면 

안 됩니다.”  

  

상원사회복지위원회(Senate Social Services Committee) 의장이자 뉴욕주 동물 권익 

옹호의 날(NYS Animal Advocacy Day) 상원의장인 Jim Tedisco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동물 친구들은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어떤 반려동물도 낡은 소파처럼 그냥 버리고 나오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퇴거 명령 집행관과 퇴거 대상 거주민은 모두 퇴거 시 방치되는 반려동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에 서명하여 발효시킨 Cuomo 주지사와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써주신 Rosenthal 의원, 그리고 말 못하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인 

반려동물을 대변하여 노력해주신 모든 동물보호 옹호자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Linda B. Rosenthal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거 시 동물유기 

금지법(No Pet Left Behind Law)에서는 가족 퇴거 시 반려동물을 처분 가능한 재산처럼 

취급해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보호하고 관리할 계획을 마련하도록 보장합니다. 고양이나 

개는 낡은 소파나 식탁이 아닙니다. Tori네 가족이 퇴거당하면서 벌어진 일이 다시는 

일어나사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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