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완동물 동반 해외여행을 위한 절차 
 

해외여행을 계획할 때, 우리는 종종 애완동물을 포함한 가족 전체를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피도 또는 플러피를 데려가는 것이 복잡하며 사전 계획 및 

준비가 필요한 여러 단계의 절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위하여, 애완동물을 도착 국가로 반입 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준비될 수 있도록 아래의 단계를 따라주십시오.  

일부 국가로의 여행 준비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므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한 

적절한 시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절차를 밟으실 수도 있습니다:  
www.aphis.usda.gov/aphis/pettravel  
 
시작하기에 앞서, 여행을 할 동물의 종류, 도착 국가, 애완동물의 미국 출발 날짜 

및 화물로 애완동물 혼자 여행을 할 것인지 또는 비행기의 객실 안에서 사람과 

동행할 것인지의 여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동반 해외여행 관련 절차: 

1. 애완동물의 여행 날짜 및 도착 국가를 결정하십시오. 
  

2. 애완동물의 수의사와 함께 예방접종, 검사 및/또는 치료 관련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 도착 국가의 요구 사항을 준비하십시오.  모든 요구 

사항들을 명시된 기간 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일정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o 일부 국가들은 다음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 검사, 및/또는 치료를 위한 명시 기한 엄수 

 반입 허가 또는 기타 사전 여행 허가 

 장시간의 사전 여행 대기 기간 확보 

동식물 

건강/검역소(APHIS)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definition-of-a-pet
http://www.aphis.usda.gov/aphis/pett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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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미 수의사가 발급한 애완동물 건강 증명서에 대해서 만약 도착 

국가에서 동식물 건강/검역소(APHIS)의 승인을 (승인 서명 및 양각/ 

도장) 요구한다면, 애완동물 건강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의사는 

반드시 미국 농무부(USDA)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3. 도착 국가가 정한 유효 기간 내에 애완동물의 수의사가 건강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o 증명서 유효 기간 (애완동물이 여행하는 데에 사용되는 증명서의 

기간)은 건강 증명서 또는 애완동물 동반 해외여행 웹사이트에 

명시될 것입니다. 

 전체의 사전 여행 절차를 완료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식물 건강/검역소(APHIS)는 도착 국가에서 허용을 

하자마자 애완동물 건강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권장합니다.  
 

4. 건강 증명서에 동식물 건강/검역소(APHIS) 승인이 필요할 시에는, 

애완동물의 수의사가 건강 증명서를 발급한 후에 반드시 미국 농무부 

동식물 건강/검역소 수의사 승인 사무소 (USDA APHIS Veterinary Services 

Endorsement Office) 에 건강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o 승인에는 이용자 수수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o 지역의 미국 농무부 동식물 건강/검역소 수의사 승인 사무소 

(USDA APHIS Veterinary Services Endorsement Office) 에 연락하여 각 

지역의 승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건강 증명서 승인을 얻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우편 (USPS, UPS, FedEx, DHL) 또는 

2.  직접 방문 (경우에 따라 예약 방문 또는 예약 없이 방문) 

o 일단 USDA의 인증을 받은 수의사가 애완동물 건강 증명서를 

발급하고 동식물 건강/검역소(APHIS) 의 승인을 받으면 (필요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다른 요구사항들을 끝내십시오. 

o 일부 국가들은 승인 후에 치료를 마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find-a-vet/pet-travel-locate-an-accredited-vet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service-centers-endorsement-offices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service-centers-endorsement-offices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service-centers-endorsement-offices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pet-travel-info-and-guidance-document/pet-travel-endorsement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service-centers-endorsement-offices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service-centers-endorsement-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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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으로 여행하는 

개의 촌충 치료. 

o 일부 국가들에서는 영사관 승인 또는 예고 (pre-notification) 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이제 귀하의 애완동물은 여행을 해도 좋습니다! 

o 항공사들은 별도 및 추가의 요구 사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럴 경우, 귀하의 항공사가 어떠한 요구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동식물 건강/검역소 애완동물 동반 해외여행 웹사이트에서 다음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도움말 및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여행 확인 목록: 애완동물의 여행 계획을 위한 정보를 파일화하고 

건강 증명서 취득 절차를 마치는 데에 이용할 수 있는 수단. 

- 자주 묻는 질문 및 답변 (FAQ) 문서: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하며 미국 

농무부 동식물 건강/검역소 수의사 서비스(USDA APHIS Veterinary 

Services)의 건강 증명서 승인 (승인 서명 및 양각/도장)을 막는 공통의 

문제들을 확인합니다. 

- 미국 농무부 동식물 건강/검역소 수의사 서비스 사무소 (USDA APHIS 

Veterinary Services Offices) 의 연락처: 수의사 서비스가 귀하를 도울 수 

있으며 애완동물의 수의사는 애완동물의 도착 국가와 관련된 여행 요구 

사항들을 이해하고 충족시켜 줍니다.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
https://www.aphis.usda.gov/pet-travel/checklist-for-obtaining-international-health-certificate.pdf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pet-travel-info-and-guidance-document/pet-travel-faq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service-centers-endorsement-offices
https://www.aphis.usda.gov/aphis/pet-travel/service-centers-endorsement-offi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