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을 키우고 계시나요?
맹견과 함께할 때 꼭! 지켜야 할 안전조치
•맹견 외출 시에는 목줄과 입마개 필수입니다!
- 맹견과 외출 시에는 목줄·입마개 또는 이동장치를 꼭 구비해주세요.
-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맹견은 어린이집,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들어갈 수 없어요!
-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이 안돼요!
-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펫티켓 문화

지켜주면 우리 모두
행복하

•맹견 소유자의 경우 매년 3시간 이상 꼭 의무교육을 들어야 해요!
맹견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한 자

그외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매년 3시간

-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교육 이수 방법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해요!

’21년 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보험상품은 1월 중 출시 예정

동물 관련 영업*에 종사하시나요?
•신규로 동물 관련 영업을 하려는 자 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여기서 동물 관련 영업이란? 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동물생산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
미용업 그리고 동물운송업을 의미해요!
영업을 하려는 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 이수 방법은?

동물보호복지온라인시스템(apms.epis.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해요!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펫티켓!

개

우리 집 사랑둥이,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함께하면 더욱 행복한 펫티켓!
반려인의 법적 의무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외출 시에는 목줄 착용!
맹견은 입마개 필수!

등록방법은?
동물등록과
인식표는 필수!

동물등록은 이렇게!
시·군·구청 및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접수하세요

변경신고는 이렇게!

외출 시 배변봉투 꼭!
뒤처리는 깔끔하게!

동물등록증

- 소유자 변경은?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되거나, 동물의 유실·사망시에는?
시·군·구청에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동물등록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
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비반려인의 매너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 반드시 동의 구하기!

변경신고란?
10일 이내 신고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큰소리로 갑자기 다가가면 반려동물도 깜짝!
반려동물을 자극하는 과잉행동, 자제하기!

30일 이내 신고
소유자 또는 소유자 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았을 때, 등록 동물이 사망
했을 때, 무선식별장치 또는 동물인식표 등을 잃어
버리거나 못쓰게 되었을 때

노란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 유지!
노란리본을 한 강아지는 예민하거나 훈련 중인 강아지라는
표시에요~ 이 작은 배려의 표시를 꼭 기억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