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1일 부터 
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가 
바뀝니다.

“ “

QR 코드로확인하세요

■구비서류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사항 :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결과(0.5 IU/㎖ 이상),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출생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단, 90일 미만이거나 광견병 비발생 국가산인 경우 광견병 항체가 검사결과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안내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외국에서 개·고양이를 국내로 반입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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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시행배경
국제기준과 조화를 유지하고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검역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별표8】

•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를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한다.)  [시행일. '12.12.1]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별표7】

구비서류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 개체별 마이크로칩 이식 번호,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출생일 등 기재

• 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4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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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고양이 검역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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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양이 검역방법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별표 7)

검역기간

• 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인 경우 : 당일

-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중화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 :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 당일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로 한다.

개체 확인 및 광견병 중화항체검사

• 개·고양이는 영구적인 식별수단인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이식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개·고양이는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광견병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

    기관으로부터 광견병중화항체역가시험을 받아야하고 중화항체가는 최소 0.5IU/㎖ 이상임을

    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지역과 90일령 미만은 제외한다.

광견병 비발생지역

•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일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도미니카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포르, 자메이카

구비서류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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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안내

사람은 주로 너구리, 오소리, 박쥐, 족제비 등 야생동물 등 광견병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동물과 접촉한 동물에게 물려 발생하며, 사람·개·고양이 등 모든 

온혈동물은 광견병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광견병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은 집에서 기르는 개·고양이 이며,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명이 광견병에 감염되었고, 2012년 

4월에는 한강 이남지역에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 화성 지역에서 

광견병에 감염된 개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유럽, 일본, 미국(하와이) 등 선진 외국에서도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기준과 조화를 유지하고 공중보건 및 동물복지에 기여할 목적으로 

검역방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Q&A no.1

Q&A no.2

광견병(狂犬病)은 어떤 질병 인가요? 

 개·고양이 검역방법을 새롭게 변경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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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도착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역증명서”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식별 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결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령의 개, 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합니다. 

생후 90일 이상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광견병 비발생 지역은 제외됩니다.  

Q&A no.3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고양이 수입검역 방법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 제출

•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 이식번호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검역증명서에 기재

•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 구비
※ 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 

시행 이후  (12.12.1)

시행 이전

개·고양이 수입검역 방법

2012년 12월 1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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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안내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반드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 제출시에는 국내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송 등 조치가 불가피 합니다.

Q&A no.4

만일 국내 도착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크로칩 이식은 국내의 경우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등록된 동물병원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www.animal.go.k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 

기관에서 선적 전 30일에서 24개월 사이에 실시 합니다.

•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은 다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Q&A no.5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는 어디서,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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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및 생후 90일령 미만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수출국 검역증명서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광견병 비발생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OIE 질병 발생 보고 기준, ‘12. 9월 현재)

• 일본, 대만, 사이프러스, 호주, 뉴질랜드, 포루투칼, 아일슬랜드, 괌, 하와이, 사모아, 케이맨제도, 

     프랑스령폴리네시아, 마르티니크, 리위니옹섬, 윌리스프투나, 도미니카공화국,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스위스, 영국, 아일랜드, 피지제도, 싱가포르, 자메이카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검역 단계에서 

“마이크로칩" 이식을 합니다.

•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진료수의사 또는 동물등록대행업 수의사가 실시하고 

비용은 수입자 (동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생우 90일령 이상으로서,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정부기관에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미만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등 광견병 국제공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합니다.

• 이 경우 비용은 수입자(동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 0.5IU/㎖ 이상으로 확인될 때 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Q&A no.6

Q&A no.7

모든 국가에서 반입할 때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어린 개·고양이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마이크로칩 이식 및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고, 국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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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안내

Q&A no.8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마이크로칩 이식은 해야 하고, 마이크로칩 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수출국 검역증명서에서 연령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후 90일 미만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생후 90일령 이상인 개, 고양이는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 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당일 개방되고,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항체가가 

0.5IU/㎖ 이상 확인될 때 까지 검역기간을 연장합니다.

 

생후 90일령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 개, 고양이는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일 개방됩니다.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을 완료할 때 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Q&A no.9

 국내 도착 후 수입검역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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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자,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 검사일자, 검사기관명, 

검역증명서 발급기관 명칭, 발급일자, 발급자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해당 동물이 임상적으로 가축전염병을 퍼뜨릴 우려가 없이 건강하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출국이 호주·말레이시아인 경우 헨드라 바이러스와 니파 바이러스 추가 증명 

요건이 있습니다.

• 대상국가 : 호주(고양이), 말레이시아(개·고양이) 

• 증명사항 : 수출국 또는 지역(한반도 크기 이상 행정구역)에 바이러스 질병 

                    첫 보고 이후 비발생 증명 또는 헨드라·니파바이러스 검사와 

                    수출 전 60일간 비발생 지역에서 사육하였음을 증명

• 검역방법 : 헨드라·니파 바이러스 증명사항 미첨부시 21일간 계류검역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개방

Q&A no.10

Q&A no.11

수출국(출발국)에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국으로 개·고양이를 데리고 올 경우 광견병 증명사항 이외에 기타 
질병에 대한 추가 증명사항이 있나요?

동물의 개체 확인을 위해 개별 등록번호가 저장되어 있는 조그만 전자칩으로 

생체에 부착하는 방법과 목걸이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Q&A no.12

 마이크로칩이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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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안내

단순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공·항만 검역장소에서도 검역관의 

감독하에 가능합니다.

Q&A no.13

각 지역별 동물병원(동물등록 대행업체)은 다음의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http://www.animal.go.kr/portal_rnl/map/record_agency.jsp 

Q&A no.14

만일,  90일령 미만 개·고양이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류장으로 이송하여 마이크로칩을 이식 하여야 합니까? 

마이크로칩을 이식하는 동물등록(동물등록대행업)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우리본부에서는 국제표준규격을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만약, 국제표준규격 외의 다른 규격을 이식한 경우에는 이를 판독할 수 있는 

판독기를 수입자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합니다.

Q&A no.15

국제표준규격(ISO 11784/11785)이 아닌 다른 규격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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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마이크로칩 번호와 다르거나, 마이크로칩 번호를 판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마이크로칩을 이식이 완료될 때까지 검역기간이 

연장됩니다.

계류 검역은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에 위치한 동물 검역시설에서 실시합니다. 

만약, 입국하는 공항이나 항만에 동물검역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에 위치한 

동물검역시설로 이동하여 검역을 실시합니다.

동물검역 장소는 각 공항·항만별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뒷면 참조)

각 국가별 동물검역기관 또는 주한외국대사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견병 국제공인 검사기관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food/animal/liveanimals/pets/approval_en.htm  

•주한외국대사관 연락처는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합니다. 

www.mofat.go.kr

Q&A no.16

Q&A no.17

Q&A no.18

마이크로칩을 이식했지만 수입검역 과정에서 마이크로칩 이식번호를 확인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로칩 또는 광견병 항체가 검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류 
검역을 받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외국에서 수출 검역증명서 발급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14

새로운 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안내

동물검역시설에서 계류 검역기간 동안 사양관리는 소유자(축주)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만, 인천공항(영종도) 계류장의 경우에는 사양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Q&A no.20

계류 검역을 받는 동안 사양관리(본인 소유의 개·고양이 먹이급여 등)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검역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계류검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비용, 계류기간 동안 사양관리비, 항체가 검사비용, 마이크로칩 이식비용, 

검역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비용을 소유자(축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정부기관의 경우 광견병 항체가 검사수수료 55,000원/두 및 검역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0원/건 이외 소요되는 운송비, 광견병 백신접종, 마이크로칩 

이식 등의 비용은 소유주와 동물병원 등 업체와의 계약사항입니다.

Q&A no.19

 계류 검역을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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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백신연구소 (Choong Ang Vaccine Laboratory)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대덕밸리) 59-3, ㈜중앙백신연구소 병성진단실

              (59-3 Haam Dong, Yusung Ku, Dae Jeon 305-348)

• 전화 : +82-42-863-9322, 870-0512

• 의뢰방법 : http://vdl.cavac.co.kr/ 접속의뢰

㈜코미팜 (Komipharm International Co. Ltd)

• 주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36-6 (주) 코미팜 중앙연구소 동물질병진단센터

              (1236-6 Jeoungwang-dong 420-450 Siheung-si, Gyeonggi-do)

• 전화 : +82-31-498-2121(내선 159)  

• 의뢰방법 : http://komilab.com/kaddc/ 접속의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Seoul Regional Office of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aine and Inspection Agency (QIA) )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등촌2동 산23-4)

         (46, deungchon-ro 39ga-gil, Gangseo-gu, SEOUL)

• 전화 : +82-2-2650-0662(내선 0657)

• 의뢰방법 : http://eminwon.qia.go.kr/rabies/index.jsp 접속의뢰

Q&A no.21

우리나라에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의뢰 절차는 의뢰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채혈) 혈청을 분리하여

동물병원 수의사가 작성한 검사의뢰서와 함께 검사 의뢰하게 됩니다.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서울지원 전염병검사과)에 의뢰하는 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eminwon.qia.go.kr/rabies/index.jsp

Q&A no.22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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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고양이 
수입 검역제도 
안내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 검사시료 송부 방법은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검사 시료를 보내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료(혈청 등)가 가축전염병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상대국 정부의 검역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수입 검역이 가능합니다.

검역과정을 거쳐야만 의뢰하고자 하는 검사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의하여 추가 예방접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항체가가 

0.5IU/㎖이상일 때까지 더 기다린 후 재검사를 의뢰할 것인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Q&A no.23

Q&A no.24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시료를 보내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받고자 할 때 
절차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30일이 경과된 후 항체가 검사를 했으나
검사 결과 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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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검사가 가능한 3개 기관 중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0.5IU/㎖ 

이상이고, 검사일자가 선적 전 30일∼24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광견병 항체가 검사 결과는 수출국 정부기관이 증명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A no.25

외국에서 머무르다가 국내로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 있는 검사기관에서 
받아놓은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가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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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사항은 QR 코드로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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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103개)

구분 항공사명 전화 항공사명 전화

김포공항

대한항공 02-2656-5141 전일본공수항공 02-2096-5500

아시아나 02-2669-1166,1151 제주항공 070-7420-1202 

일본항공 02-757-1711 동방항공(상해항공) 02-2662-5400 

인천공항

가루다 인도네시아항공 032-744-1990 영국항공 032-744-3351

대한항공 032-742-5142 우즈벡항공 02-722-6856

델타항공 032-744-3772 유나이티드항공 032-744-6662

루프트한자항공 032-744-3400 이스타항공 070-8660-8175

몽골항공 032-744-6800 일본항공 032-744-3601

베트남항공 032-744-6566 전일본공수 032-744-3200

블라디보스톡항공 032-743-2920 중국국제항공(=산동항공) 032-744-3255~7

사할린항공 032-741-6035 중국남방항공 032-744-3270

심천항공 02-774-6886 중국동방항공 032-744-3780

아시아나 032-744-2132 중화항공 032-743-1513

아틀라스항공 032-743-5220 카타르항공 032-744-3370

에미레이트항공 032-743-8101 캐세이퍼시픽항공 032-744-6777

에바항공 032-744-3512 콴타스항공 032-744-3283

에어 마카오 032-743-5405 타이항공 032-744-3571

에어 캐나다 032-744-0898 핀란드항공(=핀에어) 032-743-5698

에어아스타나 032-743-2620 필리핀항공 032-744-3270~3

에어인디아 032-743-0321 하와이안항공 032-743-7481

에어칼린 02-3708-8560 KLM 032-744-4900~1

에어프랑스 032-744-4900~1

SICHUAN AIRLINES (사천항공) 032-743-5211
AEROFLOT RUSSIAN 

(에어로플로트러시아항공)
032-744-8672~3

CEBU PACIFIC (세부항공) 032-743-5705
TURKISH AIRLINES

(터키항공)
032-744-3737~8

JEJU AIR (제주항공) 032-743-2931
070-7420-1700 T'WAY AIR (티웨이항공) 02-6250-5916

BUSINESS AIR (비즈니스에어) 032-743-1901~2
ZEST AIRWAYS
(제스트 항공)

032-743-8030~4

Air Asia X
(에어아시아엑스)

032-743-4333
Skywings Asia Air

(스카이윙스아시아항공사)
032-743-5705

ETIHAD AIRWAYS 
(에티하드항공)

032-743-8750,8760 LUFTHANSA (독일항공) 070-8686-2560

SHANGHAI AIRLINES
(상해항공)

032-744-3780 JIN AIR (진에어)
032-743-1506(기관)
743-1504(인포,승객)

TONLE SAP AIRLINES
(톤레삽항공)

032-743-1904
MALAYSIA

(말레이시아항공)
032-744-3501~2

ORIENT THAI AIRLINES
(오리엔트 타이 항공)

032-743-6399
SINGAPORE AIRLINES

(싱가폴항공)
032-744-6500~5

공·항만별 항공사 
및 선사 문의처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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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선사명 전화 선사명 전화

동해항 DBS 크루즈페리 033-531-5611

인천항

단동해운 032-891-3322 화동해운 032-891-8877

대인훼리 032-891-7100 연운항훼리 032-770-3700

범영훼리 032-891-5858 위동항운 032-777-0490

진인해운 032-891-9600 진천해운 032-777-8260

한중훼리 032-891-8880

평택항
대룡훼운 031-683-9300 연운항훼리 031-684-3100

교동훼리 031-684-5999 일조국제훼리 031-686-5894

부산항

고려훼리 051-410-7833 대아고속해운 051-465-1114

미래고속해운 051-410-8852 팬스타라인 051-469-8801

부관훼리 051-463-3161

군산항 석도훼리 063-441-1232

제주항 삼다해운 064-723-1050

선사 (21개)

항공사 (103개)

구분 항공사명 전화 항공사명 전화

양양공항 중국남방항공 서울지사 02-775-1146

청주공항

대한항공 043-213-2107 이스타항공 070-8660-8244~5

아시아나항공 043-214-6416~8 제주항공 070-7420-1801

남방항공 042-471-9070

김해공항

대한항공 부산여객서비스 051-970-3226 부흥항공 한국총대리점 051-973-0094

아시아나항공 부산공항서비스 051-971-2626 필리핀항공 부산공항소 051-941-7300

일본항공 부산사업소 051-972-1821~2 베트남항공 부산공항지점 051-941-6568

드래곤에어 김해공항지점 051-831-0495 타이항공 부산공항지점 051-941-8182

중국동방항공 부산공항지점 051-973-8255 루프트한자항공 부산지점 070-8686-2531

중국남방항공 부산지점 051-469-9075 에어부산 051-974-8631

중국국제항공 부산공항지점 051-971-6888 제주항공 070-7402-1502

세부퍼시픽항공 지점 051-973-4030 제스트항공 051-971-9020

블라디보스톡항공 부산지점 051-465-2267 해남항공 051-467-2600

스타플라이어 항공 051-715-0056 코리아익스프레스 항공 051-972-4454

대구공항

대한항공 053-984-0111 중국국제항공 053-982-6824

아시아나항공 053-982-2626 중국남방항공 053-985-9070

중국동방항공 053-986-0330

무안공항
아시아나항공 062-943-2626 중국동방항공 061-453-8301

대한항공 062-942-1011

제주공항

대한항공 064-713-9103 제주항공 070-7420-1404

아시아나 항공 064-800-6683 진에어 064-713-9422

동방항공 064-711-9833 이스타항공 070-8660-8222

남방항공 064-749-9070 부흥항공 064-713-9103

드래곤에어 064-749-8701



“인천공항(여객청사) 032-740-2660~1

김포공항 02-2664-2601

무안공항 062-975-6033  

청주공항 043-273-0586

인천공항(화물청사) 032-740-2680

김해공항 051-971-1925  

대구공항 053-982-5096 

제주공항 064-746-0761

부 산 항 051-600-6242

평 택 항 031-8053-7707

인 천 항   032-722-8238    

군 산 항 063-460-9430    

광 양 항 061-798-4924    

강 릉 항 033-662-2074

속 초 항 033-635-912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웹사이트 주소

http://www.qia.go.kr

공항

개·고양이  검역관련 문의처

항만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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