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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담당: 모니카 슈미트 
부국장 

OC 동물 케어 
Monica.Schmidt@occr.ocgov.com  

OC 동물 케어는 전국 반려동물 실종  
예방의 달을 앞두고 반려동물 면허의 중요성을 고취합니다 

 
터스틴, 캘리포니아 (2022년 6월 9일) – 전구 반려동물 실종 예방의 달이 7월로 다가옴에 따라, 
OC 동물 케어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주인의식과 주민들이 자신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한 인식확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쉘터들은 실종 반려동물들로 가득하며 집으로 보낼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제4 
디스트릭트 출신 슈퍼바이저 도우 채피 의장이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면허는 가족과 그들의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쉽게 연결되게 만듭니다." 

동물 쉘터들의 실종 반려동물은 주로 6월 4일에 시작되는 여름 계절 시작 시기부터 조금씩 
증가합니다. 면허증 태그는 털이 있는 가족이 집으로 가는 길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법에 의하여 오렌지 카운티에서 4개월령 이상의 모든 개는 광견병 예방주소를 
맞아야 하며, 이 사실을 면허증 태그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면허증은 당신의 개가 안전하며 광견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려주는 것입니다,"라고 제3 디스트릭트 출신 슈퍼바이저인 도널드 P. 와그너 
부의장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법이죠. 반려동물 면허증은 없는 경우보다 훨씬 비용 
효율적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개를 잃어버릴 경우, 면허증이 있다면 신원을 더 일찍 확인할 수 
있고 집에도 더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개라도 집에서 소유하는 주민들은 집에 들어온 지 15일 이내 혹은 면허증 요구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드시 개에 대한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애너하임 주민 제외). 주민들이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승인하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실종은 가족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 여름에 많이 생깁니다,"라고 제1 디스트릭트 
출신 슈퍼바이저 앤드류 도가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면허증은 당신의 반려동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작은 투자입니다." 

주민들은 OC 동물 케어를 통하여 자신의 반려동물 면허를 받을 때,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온라인에서 반려동물 프로필을 무료로 생성할 수 있는 새로운 펫허브 면허 태그를 받게 됩니다. 
이 프로필에는 반려동물 이름, 견종, 연령, 약복용, 알러지, 주인의 연락 정보, 그리고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반려동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태그의 QR 코드를 스캔하여 주인이 
공개적으로 만든 반려동물의 정보를 보고 반려동물이 주인에게 더 빠르게 돌아가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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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반려동물은 저희 가족의 일원이며 반려동물을 소유하면 혈압과 스트레스를 줄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라고 제2 디스트릭트 출신 슈퍼바이저 카트리나 폴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들 반려동물에 대한 면허제도를 시행하면 그들의 안전이 확보되고 잃어버릴 
경우 문제없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OC 동물 케어에서 현재 면허를 받은 반려동물들은 OC 동물 케어의테이크 미 홈 프로그램의 
자격도 됩니다. 이 반려동물 구조 프로그램은 면허받은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보호 유치될 경우에 
제공되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최초 24시간 이내에 자신의 반려동물을 구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테이크 미 홈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진다는 것은 털 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라고 제5 디스트릭트 출신 슈퍼바이저 리사 바틀렛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무는 
당신이 반려동물 면허를 받고 안전하게 돌봄으로써 시작됩니다." 

반려동물 면허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ocpetinfo.com/license 에방문하거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OC 동물 케어 면허과 연락처인 (714) 259-
1091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ACSLicensing@occr.ocgov.com 에이메일을 
보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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