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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애완동물을 주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고 싶은 분이나 이미 기르고 있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애완동물을 기르기 전에
임대 아파트나 맨션 등의 건물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개를 기르는 경우
①개 등록
개를 기르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은 시구정촌 사무소나 보건소 등에서 접수합니다.
3 천엔 가량의 수수료가 듭니다. 등록을 하면 감찰(鑑札:등록표)을 받게 되므로 개 목걸이 등에
달도록 합시다.
②광견병 예방주사
개를 기를 때는 앞서 말한 등록 외에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춰야 합니다. 1 년에 1 회, 4 월부터 6 월
사이에 시정촌 지정장소 또는 동물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광견병예방주사
필표’가 발행되므로 감찰과 함께 개 목걸이 등에 달도록 합시다.
③이사하는 경우
애완견을 데리고 이사하는 경우에는 이사 간 시구정촌에 등록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④개 사망신고
기르던 개가 사망했을 때는 담당 보건소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할 때 감찰과
광견병예방주사필표가 필요합니다.

3. 개･고양이의 불임, 거세수술
불임, 거세 수술은 성호르몬과 연관되는 질병의 예방이나 문제행동 억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실시합니다. 비용 등의 자세한 사항은 근처 동물병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기르던 개･고양이가 행방불명이 되면
길을 잃은 개나 고양이를 보건소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없어졌을 때는 근처 보건소에 문의해 보십시오. 보건소에 보호되어 있는 동물을 주인이
인수받을 시 반환비 2,000 엔과 사육 관리비 1 일당 500 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5. 개･고양이의 양도
보건소에서는 주인을 찾지 못했거나 혹은 주인의 사정으로 기르지 못하게 된
개, 고양이를 일반 주민들에게 양도합니다. 각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양도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야기현 동물애호센터나 센다이시
동물관리센터(아니파루 센다이)에서는 한 달에 1 번 정도 개나 고양이의
양도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말한 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개･고양이와 함께 여행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전철이나 버스, 지하철, 비행기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기관에 따라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 시에는 반드시 케이지 안에 넣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할 교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본의 호텔이나 여관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애완동물과 함께 숙박할 수 없습니다만
펫호텔이라는 애완동물을 맡아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7. 펫보험
애완동물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동물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으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부담이 됩니다. 동물의 의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펫보험이라는 서비스가 있으므로 관심이 있는 분은 확인해
주십시오.

8. 애완동물의 사망
①애완동물의 화장
애완동물의 화장은 공공 애완동물 화장시설 외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애완동물 묘원 등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요금 등의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주십시오.
②애완동물의 묘원
묘원 중에는 애완동물의 납골당도 함께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 애완동물 묘원에
납골하거나 묘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9. 미야기현 내 애완동물, 동물에 관한 문의처
보건소

주소

전화번호

센난보건소

오오가와라마치
아자 미나미 129-1

0224-53-3117

시오가마보건소
시오가마보건소
이와누마지소
시오가마보건소
구로카와지소
오오사키보건소
구리하라보건소
도메보건소
이시노마키
보건소
게센누마보건소
미야기현
동물애호센터
센다이시
동물관리센터
(아니파루센다이)

시오가마시
키타하마 4-8-15
이와누마시
츄오 3-1-18
토미야마치
히요리다이 2-42-2
오오사키시
후루카와 아사히 4-1-1
쿠리하라시
츠키다테 후지키 5-1
토메시 하사마쵸 사누마
아자 니시사누마 150-5
이시노마키시
히가시나카사토 1-4-32
케센누마시
히가시신죠 3-3-3
토미야마치 아카이시 아자
시모무카이다 69-4
센다이시 미야기노쿠
오기마치 6-3-3

022-363-5505
0223-22-2188
022-358-1111
0229-87-8001

담당구역
시로이시시,카쿠다시,자오마치,시치카
슈쿠마치,오오가와라마치,무라타마치,
시바타마치,카와사키마치,마루모리마치
시오가마시,타가죠시,마츠시마마치,시
치가하마마치,리후쵸
나토리시,이와누마시,와타리쵸,야마모
토쵸
타이와쵸,오오사토쵸,토미야마치,오오
히라무라
오오사키시,시카마쵸,카미마치,와쿠야
쵸,미사토마치

0228-22-2115

쿠리하라시

0220-22-6120

토메시

0225-95-1475

이시노마키시,히가시마츠시마시,오나가
와쵸

0226-22-6615

케센누마시,미나미산리쿠쵸

022-358-9424

미야기현내 시정촌(센다이시 제외)

022-258-1626

센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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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와라반」이란, 일본 에도(江戸)시대 때 만들어진 여러가지 뉴스를 한장의 종이에 나타낸 인쇄물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