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으로 면허증 발급 
필요한 서류들은 카피를만들어서 넣으셔야합니다. 가든그로브 면허 
서류는 www.petdata.com 가시면 찾을수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각 애완 동물에 대한 올바른 면허 비용을 알고계셔야합니다. Check 
이나 Money Order 는 “City of Garden Grove”로 해주시고 현금은 
안됩니다. 애완견 면허증은 모튼 필요한 서류가 접수된 후에 
발급이됩니다. 

서류와 비용은 우편으로: 

Garden Grove Animal Licensing 
c/o PetData 
PO Box 141929 
Irving, TX 75014-1929 

온라인으로 면허증 발급 
애완 동물의 광견병 예방 접종 증명서와 같은 필수 서류는 스캔하여 
업로드를 하거나 팩스, 우편 또는 이메일로도 제출하실수 있습니다. 
시작하시려면 www.petdata.com 방문하셔서 “License Now” 밑에 Zip 
Code를 입력하십시오. 모든 주요 신용카드는 허용됩니다. 

면허증 발급해야할 마감일 
처음으로 면허증을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나이가 4 개월이상이된 
애완견의 면허증을 먼저 구매하셔야합니다. 고양이는 면허증을 
안가지고있어도되지만 하면좋습니다. 면허가 만기가된후 15 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거나 갱신되지 않으면 면허 수수료에 Late 
fee 가 추가됩니다. 새 라이센스는 구입일로부터 1 년안에 
만료됩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은 허가 시점에 최고여야합니다. Late 
fee 는 $35 입니다. 

가든그로브 강아지와 
고양이 면허증 
온라인이나 우표로 하실수있어요 – 빠르고 
쉽게 면허를 받으세요! 

http://www.petdata.com/
http://www.petdata.com/


  

  

온라인으로 면허 받는방법 
www.petdata.com 방문하셔서 “License 
Now” 밑에 Zip Code 를 적어주십시오. 
그다음 초록 “License Now” 안에 
“Online”을 클릭하시면 “License Online” 
페이지로 가게됩니다. “Click here to 
begin” 클릭하시면 가든그로브 애완견 
면허사이트로 가게됩니다. 

가든그로브 애완견 면허증 가격 
Altered dog (수술된 강아지) $27 

Unaltered dog (수술안된 강아지) $100 

Senior Citizen (65+) altered dog  (노인할인) $13.50 

Puppy License (under 6 months) (6 개월이하)$27 

Voluntary cat license (고양이 면허증) $6 

Late Fee (15 days past license expiration) $35 

온라인으로 면허증따기 
Owner 정보롸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업로드하시고 결제는 크레딧카드로 
가능합니다. 벌써 우편으로 면허를 
받으셨다면 온라인으로 reference 
number 를 넣으셔서 로그인을 
하셔야합니다. 우편으로 안받으셨다면 
회원가입을 하셔야합니다, “Don’t have an 
account” 링크를 클릭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아직 기록에없는 경우엔 현재의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소와 애완동물 정보가 정확한지 애완 동물 
인증서를 확인하십시오. 

애완동물 면허기간 이후 변경되어 있거나 수술된 강아지 
면허를 신청하신 경우 수의사의 서명된 진술이나 서비스 
청구서와 같은 수술기록 증거가 필요합니다. 

Senior분들이 애완견 할인을 택하셨다면 운전면허증 또는 출생 
신고서와 함께 정부에서 발행한 기타 서류와 같은 
노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시면 다시 못받으셔서 꼭 카피를 만드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다면 
www.petdata.com 방문 부탁드립니다. 

우편으로 면허증따기 
우편으로도 애완견 면허를 
받으실수있습니다! 우편으로하는게 더 
쉽고 빠를수가있습니다. Payment made to 
“City of Garden Grove”로 해주시고, 
서류와 비용은: 

Garden Grove Animal Licensing c/o 

PetData, PO Box 141929 

Irving, TX 7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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