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간의 애완동물 격리
귀하의 애완동물이 10일 동안 격리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드물지만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무는 동물이 광견병이라는 

질병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10일 동안의 격리는 애완동물이 

광견병 (드물지만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애완동물의 예방 접종 상태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관찰 기간입니다. 

애완동물이 10일 동안 괜찮다면 광견병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격리 기간 중 애완동물이 아프게 되면 광견병에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보건부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물에게 광견병이 있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견병에 

걸린 동물에게 물린 사람은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애완동물이 광견병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지만 격리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광견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irfaxcounty.gov/health/rabies. 

앞으로 10일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개, 고양이 또는 흰 족제비를 계약 종료일까지 동물 보호 경찰관과 

작성한 격리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에 격리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에 귀하의 동물이 건강하다고 보고하고 격리 기간이 끝났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이 격리 장소 근처 (예: 블록 주변)에서 목줄을 맨 

상태로 산책할 수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 카운티 간행물. 07/2021.  이 

정보를 다른 형식으로 요청하려면 보건부에 703-

246-2411, TTY 711로 문의하십시오.

www.fairfaxcounty.gov/health 

다음의 경우 571-274-2296으로 즉시 연락하여(24/7/365)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 응급 대기 광견병 프로그램 직원에게 

문의하십시오.          

• 동물이 아프거나, 죽거나, 도망치는 경우

• 동물을 안락사시키고 싶은 경우

•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 

귀하의 동물을 다른 사람이나 보호소에 입양 보내고 싶은 경우

애완동물이 격리되어 있는 동안 무엇을 관찰해야 

합니까? 

애완동물이 10일간의 격리 기간 동안 질병의 징후를 보이면 즉시 

보건부, 571-274-2296으로 연락하여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광견병에 

걸린 동물은 점점 더 아프고 먹거나 마시지 않으며 공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부 전문가가 귀하와 상담하고 동물이 아픈 경우 해야 할 

일에 대해 알려줄 것입니다.       

10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좋은 소식입니다!  귀하의 개, 고양이 또는 흰 족제비는 신고된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광견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동물을 격리 

상태에서 해제하려면 동물 보호 경찰에 제공한 이메일, "페어 팩스 

카운티: 10일 동물 격리 해제 양식"이라는 제목의 메일에 있는 지침을 

따르십시오. 이 작업을 완료하면 동물의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 양식을 

작성할 때까지 애완동물은 법적 격리 상태로 유지됩니다.       

페어팩스 카운티를 거주하고 일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안전한 장소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완동물의 격리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정규 업무 시간 동안 페

어팩스 카운티 보건부 광견병 프로그램, 703-246-2433으로 

문의하십시오.  

http://www.fairfaxcounty.gov/health/rab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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