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려견 라이선스 신청 방법
뉴욕시 보건법 조항 §161.04에 따라,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에 라이선스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nyc.gov/doglicense에서 온라인으로 반려견 라이선스를  
신청하셔서 소요 시간과 우편료를 절약하세요

우편 신청 방법

•  영어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타 언어로 제출한 양식은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주문하는 라이선스 종류를 선택하십시오.
•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십시오.
•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여 수수료를 산정하십시오. 연령이 4개월 미만이고 비중성화견인 

경우를 제외하면, 라이선스 등록을 1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수수료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총 지불 비용에 대한 체크 또는 우편환(현금 제외)을 첨부하십시오.  
NYC DOHMH 앞으로 수표를 발행해 주십시오.

• 작성된 양식과 지급액을 다음의 주소로 우편 발송해 주십시오.
   NYC DOHMH    

Citywide Dog License  
P.O. Box 786602  
Philadelphia, PA 19178-6602

 우편 분실 또는 파손은 당국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및 기타 수수료
중성화견, 연령 무관 $8.50 연간, 최대 5년간

비중성화견, 4개월 초과 연령 $34.00 연간, 최대 5년간

비중성화견, 4개월 미만 연령 $8.50 최초 1년간만

연체료(만료 라이선스) $2.00 라이선스가 갱신되지 않은 한 해당

대체 태그 $1.00

또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을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NYC의 동물 보호 센터 
(Animal Care Centers, ACC)를 돕기 위한 기부금을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   $10면 고아가 된 새끼 고양이나 강아지를 
위한 분유 지원이 가능합니다. 

•  $45면 개 한 마리의 중성화가 가능합니다. 
•  $150면 복종 훈련 제공이 가능합니다. 

•  $500면 새로운 고양이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1000면 다친 개나 고양이를 위한 정형외과 
수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표를 위한 등록을 마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311번으로 전화하셔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받거나 혹은  

www.nyccfb.info/registertovote 를 방문하십시오.

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doglicense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시거나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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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백입니다



이 페이지는 공백입니다

반려견 소유자 정보 Dog Owner’s Information

이름
First Name

성
Last Name

주소 1
Address 1

주소 2
Address 2

자치구
Borough

우편번호
Zip Code –

전화번호
Phone #

이메일
E-mail

반려견 라이선스 신청
 보건법 §161.04항에 따라 공공장소에서는 반려견 목줄에 라이선스 태그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려견이 광견병 백신을 접종받았습니까? Did your dog receive rabies vaccine?

❑	 	예 
Yes

❑	 	아니요 
No

반려견의 광견병 백신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만 아래란을 작성하십시오.

백신 접종 일자
Date of Vaccine

월 (MM) 일 (DD) 연도 (YYYY)
지속기간
Duration ❑	1년 ❑	3년

수의사 성명
Vet’s Name

주소
Address

도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Code – 전화번호

Phone #

반려견 정보 Dog’s Information

반려견 이름
Dog’s Name

생년월일
Month and Year of Birth

주 견종
Primary Breed

월 (MM) 연도 (YYYY)

주 털색
Primary Color

두 번째 털색
Secondary Color

세 번째 털색
Third Color

성별 
Gender ❑ 수컷

Male ❑ 암컷
Female

마이크로칩 번호 
Microchip #

태그 번호
Tag #

신청 종류 Type of Application

❑ 신규 New ❑ 갱신 Renewal ❑ 대체 태그 Replacement Tag

명확히 작성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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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수취인을 NYC DOHMH으로 하는 수표 또는 우편환)과 함께 아래 주소로 발송:
NYC DOHMH, Citywide Dog License, P.O. Box 786602, Philadelphia, PA 19178-6602

라이선스 종류 및 구매하고 싶은 등록 연수,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연체료 및/또는 대체 태그를 선택하십시오.

수수료 Fees 1년 2년 3년 4년 5년

A

중성화견, 연령 무관
Spayed or Neutered, Any Age ❑	$8.50 ❑	$17.00 ❑	$25.50 ❑	$34.00 ❑	$42.50

비중성화견,  
4개월 초과 연령 
Non-Spayed or Neutered,  
Over 4 Months Old

❑	$34.00 ❑	$68.00 ❑	$102.00 ❑	$136.00 ❑	$170.00

비중성화견,  
4개월 미만 연령
Non-Spayed or Neutered,  
Under 4 Months Old

❑	$8.50

B 만료 라이선스 연체료
Late Fee for Expired License

❑	$2.00 x  갱신하지 않은 연도 수 = $ ____________

❑	해당 없음 N/A

C 대체 태그
Replacement Tag

❑	$1.00
총액 Total Due

( A  + B  + C  + D  ) =

$ ________________

❑	해당 없음 N/A

D ACC 기부금
ACC Donation

$ ____________

❑	해당 없음 N/A

공용란

License Number: ________________ License Fee:________________

반려견이 중성화 수술을 받았습니까? Is your dog spayed or neutered?

❑	 	예 
Yes

❑	 	아니요 
No

이전에 수술 증명을 보건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아래란을 기입하십시오.

수술 일시
Date of Surgery

월 (MM) 일 (DD) 연도 (YYYY)

수의사 성명
Vet’s Name

주소
Address

도시
City

주
State

우편번호
Zip Code – 전화번호

Phone #

본인은 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있어 본인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본인은 본 신청서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은 NYC 보건법 3.19항 및 다른 준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본인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이미 발급된 라이선스가 무효화됨을 인정합니다.
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