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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개가 인류의 가장 친근한 벗으로 자리 잡기까지, 개와 인간은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맺음을 해 왔다. 고유의 성품과 특징으로 인해 인간 생활에 필요한 동물로서

인식되며 가장 먼저 가축화 되었으며, 장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경비견, 사냥견, 소방견,

썰매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개는 친근한 존재로

우리 민족의 삶에 깊숙이 투영되어 왔다. 일제시대와 광복 후 서양 문물 도입기를 거치며

많은 유전 형질을 상실하였지만, 우리의 대표적 토종견인 진돗개와 풍산개, 삽살개,

동경개 등은 오랜 노력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개는 장난감의 의미가 포함된 애완동물에서 인생을 함께 하는 반려자로 인정받기

시작하며, 이와 관련된 거대한 산업을 형성시키고 있다. 국내 반려견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는 연간 1.8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산업으로 성장한 반려견이

만들어 내는 산업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 산업 : 분양 견을 사육하는 2천 농가와

20개소의 경매장, 1,900개소에 이르는 소매업자, 4백만의 애견인구가 이와 관련되어

있으며, ② 사료 및 식품산업 :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사료는 늘어나는 애견센터,

동물병원, 전자상거래 등과 연계되며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③ 관련용품

산업 : 반려견 전용 옷과 신발, 목욕용품, 기저귀와 집 등은 기능성을 겸비한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④ 서비스 산업 : 견주의 편리함과 반려견의 쾌적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호텔, 유치원, 스파 등의 서비스가 탄생하고, ⑤ 관광·축제 :

반려견의 이야기는 관광의 소재로, 반려견과 함께 하는 도그쇼 등은 축제로 재탄생

한다. ⑥ 특수목적견 : 반려견은 그린케어의 핵심으로 등장하는 한편, 안내견과

질병탐지견 등 특수목적을 위해 훈련되기도 하고, ⑦ 관련 직업 : 성장하는 반려견

산업 속에서 훈련사 등 새로운 직업군이 각광받기 시작했다.

문화에서 산업으로, 애완에서 반려로 진화하고 있는 현재, (1) 반려견 250만 시대에

걸맞은 국민적 인식의 선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반려견으로서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이해와 더불어 이에 걸맞는 의무와 책임감, 이를 담보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

하다. 더불어 (2) 양적으로만 확대를 이루어 온 반려견 산업의 질적 성숙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관련 서비스업을 건전화하는

작업도 시급하다. (3) 반려견 산업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R&D 강화를 통해

우수한 견종을 육성하고 유전질환을 예방하며, 대부분 수입되는 사료의 국산화를

달성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4) 반려견 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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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인류의 벗이 되기까지

개는 어디에서 왔을까?

□ 인류의 가장 친근한 벗, 개의 기원에 대해서는 미아키스(Miacis)설,

원시 늑대설, 자칼설 등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정립되지 않음

○ 식육목 개과에 속하며 학명은 Canis lupus familiaris L., 1758로

늑대(Canis lupus)의 아종(亞種)으로 취급

○ DNA 조사 결과, 200만 년 전에 자칼과, 100만 년 전에 코요테와

갈라졌으며, 10만 년 전에 늑대와도 분리

- 개의 직접 조상은 오늘날의 회색 늑대(이리)와 비슷한 동물인

것으로 추정

* 미아키스(Miacis): 신생대 제3기에 출현한 육식성 포유류의 조상으로 족제비

정도의 크기에 이빨이 있으며, 개보다 긴 꼬리와 짧은 혀를 가진 동물

□ 개는 크기와 모양이 다양하지만 육식동물의 상징인 큰 이빨과 체구,

체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음

○ 빠른 속도를 내면서도 재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고, 지구력이

발달되었으며 발톱과 이빨을 무기로 사용

○ 무리 생활을 하면서 서열제도와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발달

개가 지닌 야생적 특성

▷ 오래 전에 가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생 본능이 아직 남아있음

- 밝고 넓은 곳보다 어둡고 몸을 숨길 수 있는 장소를 좋아함

- 물건을 감추거나 긴장 또는 흥분할 때, 주위를 긁거나 땅을 팜

-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거처를 배설물로 더럽히지 않음

- 자기 활동영역을 오줌으로 표시

- 먹이를 거처로 가져와 저장함

- 눈앞에 움직이는 것을 즉시 추적하려 함

-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이 강함
미아키스

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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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의 만남

□ 지구상의 주요 포유동물 148종 중 15종만이 가축화되어 있으며,

개는 이들 중 가장 먼저 가축화 된 것으로 알려짐

○ 당초 양자강 남부 지역에서 처음 길들인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네이처誌(2010)는 중동 늑대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고

- 단일 지역보다는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에 가축화

되었을 것으로 추정

* 벨기에 고예 동굴에서 확인된 31,700년 전 후기 구석기시대의 개 유골은

최고 오래된 개 화석 연대를 15,000년 이상 앞당긴 발견

○ 먹이를 찾아 인간의 주거지를 배회하다 가축화되거나, 원시인이

개를 사냥한 뒤에 그 새끼들을 기르기 시작했을 것으로 추정

* 유전자에 의해 긴 세월에 걸쳐 스스로 길들여졌다는 주장도 존재

□ 개를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동물로 인식하여 개의 용도를 고려한

개량을 계속한 결과, 현재 320여 품종들이 탄생

○ 가축화 과정에서 몸집의 축소, 털 색깔의 변화, 치아 크기와 뇌의

용적이 감소하는 신체적 변화 발생

○ 현재의 많은 품종은 인간의 교류에 따라 개도 교류되는 등 역사

및 지역적 특징뿐만 아니라 돌연변이까지 얽힌 복잡한 결과

-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사람들에 의해서 우수품종,

혈통고정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

푸들 포메라니언 도베르만 핀셔 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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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들의 다양한 활약상

□ 인간과 함께 해 온 장구한 역사만큼 다양한 분야에 개들이 이용되어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함

○ 전통적으로 사람과 집,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비견으로

사육되면서 애완견으로서도 역할

○ 야생동물과 새를 사냥하는 사냥견으로 활약하기도 하고 목장의

가축을 방목, 관리하는 목축견으로도 활용

○ 경견장에서 스피드를 다투는 경주견으로 달리기도 하고, 점차

금지되는 추세이나 내기나 도박 목적의 투견 경기에도 참여

조렵견(鳥獵犬) 목축견(牧畜犬) 경주견 투견

○ 우수한 후각, 청각 등을 이용하여 범인 수색, 경계, 호송, 마약이나

폭발물 탐지 등 군견, 경찰견으로 활약

○ 알래스카 등 극지방에서는 썰매를 끄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며,

알프스에서에서는 조난자를 구하기 위한 인명구조견으로 활약

- 각 국의 소방견들도 주로 재난 현장의 인명 구조에 참여

○ 맹도견(盲導犬) 등 장애인들의 생활을 돕는 보조견 역할 담당

경찰견 썰매견 인명구조견 보조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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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과의 만남

□ 고분의 개 뼈와 여러 문헌 등의 언급 등 한반도에서는 오래 전부터

인간과 개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추정

○ 경북 경산 임당동 제2호 고분(‘82)이나 해남 군공리 패총(’93)에서

개의 뼈나 두개골이 출토되는 등 같이 묻힌 증거들이 발견

- 죽은 이를 저승으로 안내하도록 순장(殉葬)한 것으로 추정

○ 삼국사기(1145)와 삼국유사(1281)의 고구려 동명성왕 출생기록에

“유화부인의 알을 개, 돼지에게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고 기록

○ 삽살개는 신라시대에 귀족사회에서 기르다가 통일신라 이후 일반

백성들이 키우게 된 것으로 알려짐

우리 개의 기원은?

▷ 혈액 단백질, 염색체 DNA 연구 결과 등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개들은 북방

으로부터 유래

- 겉모습의 뚜렷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돗개와 삽살개는 유전적 배경이 매우

유사한 토종개 집단으로 확인

- 사할린이나 에스키모 개들과의 유사성이 중국이나 동남아 개들과의 유사성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 민족의 북방 전래설과 부합

□ 개들은 우리 조상들과 친근한 존재로 관계맺음을 해 오면서, 우리

민족의 삶에 깊숙이 투영

○ 우리 조상들은 역신이 시기하지 않아 오래 살 수 있도록 아이에게

천한 이름을 붙였는데, ‘개똥이’가 널리 흔하게 쓰임

○ 십이지(十二支)의 11번째 동물(戌)로, 윷놀이에 ‘개’로 등장하며,

여러 속담 속에서도 개가 빈번하게 등장

○ 조선 후기에 토종개를 소재로 한 풍속화들이 여러 점 존재

* 그림으로 짐작해보는 우리 토종개들은 중형견으로 색깔은 다양하며 귀가

누운 형태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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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토종견

□ 이 땅의 개들은 인위적 선발이나 도태 없이 한민족과 살아오다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서양 문물 도입기에 유전자 구성이 급변

○ 대부분의 토종개는 중일전쟁(1937) 후 모피 수탈목적으로 도살되고,

광복 이후 서양 품종과 무분별한 교배로 고유형질을 상실

□ 현재 토종견종으로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동경개의 4종이 등록

○ 천연기념물 제53호 진돗개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냥개이며, ‘05년

켄넬 클럽(KC)과 세계애견연맹(FCI)에 정식품종으로 등록

- 중형견으로 색상은 다양하고, 마르고 기민한 외모는 똑똑하고

강하며 빠른 인상을 주고,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탁월

○ 북한 천연기념물 제368호 풍산개는 북한을 대표하는 사냥개로서

겉모습은 진돗개와 비슷하나 털이 굵은 특징

- 산야 지역에 적응하여 매우 강하고 빠르며, 전통적으로 호랑이처럼

큰 들짐승을 사냥할 때 사용

* 2000년 남북정상회담 때 교류의 상징으로 진돗개와 1쌍을 교환

○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삽살개는 ‘귀신과 액운을 쫓는 개’라는

뜻으로 온몸이 긴 털로 덮여 있어 눈은 보이지 않는 특징

○ 동경개(동경이, 댕견)는 경주지역의 꼬리가 짧은 개로 진돗개보다

약간 크며, 호전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친밀

○ 제주개는 이마가 넓고 입술은 여우 모양이며, 모발은 굵고 귀가

선 모습이며, 행동이 민첩하고 사냥능력이 탁월

진돗개 풍산개 삽살개 동경개 제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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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시대의 시작

□ 개는 장난감의 의미가 포함된 애완(愛玩)동물로서 간주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인생을 함께 하는 반려(伴侶)자로서 인정

○ 주인은 반려견을 통해 마음의 위로와 안정을 얻고, 반려견은 집과

먹이를 얻는 상리공생(相利共生)이 시작

- 사람들은 가족애(愛)를 찾기 위해 반려견을 기르며, 노년층에서는

은퇴 후 외로움 등을 달래기 위해 기르는 경향

*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 반려견 양육에 대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족 건강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보고(’08, 김영미)

○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대우 또한 가족에 준하는 추세

- 치료비가 높은 질병에 대한 지불의사가 늘어나고, 반려견의 교통

사고에 대해 견주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까지 지급

애견과 함께 일터로!

▷ 직장에 애견을 동반하는 ‘일터에 애견 데리고

오는 날(Take your dog to work day)’ 캠페인

- 미국의 한 애견단체가 매년 6월 24일을 전후하여

캠페인을 진행

- 사람과 애견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체험하고

보호소의 유기견 입양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

□ 수많은 애견 동호회가 탄생하면서 사람과 반려견 간의 다양한 교류를

유도하고 여러 활동을 전개

○ 인터넷 애견 동호회는 단순한 정보교류 뿐만 아니라, 공동구매,

입양과 분양, 봉사활동 등 각양각색의 활동을 추진

○ 직장 내 애견 동호회를 통해 친목 도모는 물론 업무효율 향상 효과도

있어, 구글은 일터에 애견 동반을 허용



RDA 43호

7

interr●bang

Ⅱ. 새롭게 열리는 반려견의 세상

반려견 관련 산업의 성장

□ 국내 반려견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는 연간 1.8조원으로 추정되며,

지속적으로 성장 중

○ 반려견 관련시장은 연평균 11% 성장률로 ’95년 5천억 원에서

’10년 1.8조원으로 성장

* 시장규모 (조원) : (’95) 0.5 → (’02) 1 → (’03) 1.2 → (’10) 1.8

○ 반려견의 수는 약 250만 마리로 추정되며, 연평균 관리비용은

마리당 73.4만원 수준

* 관리비용 : 서울·경기지역은 연평균 81.6만원(’06, 한원숙)이며, 지방까지

고려할 경우, 90% 수준을 적용하면 73.4만원으로 추정

* 분양견 시장의 크기는 자료가 부족하여 포함하지 않음

○ 관련 시장 중 가장 큰 분야는 의료 및 미용시장으로 1.1조, 사료

및 식품시장 4,957억, 의류 및 용품 1,836억 등으로 추정

반려견 관련 산업 규모 (’10년)

구 분 비율
*

시장규모 (백만 원)

총 계 100% 1,836,000

의료 및 미용 60% 1,101,600

사료 및 식품 27% 495,720

의류 및 용품 10% 183,600

기타 서비스 3% 55,080

* 비율 : 2009년 ‘동식물자원산업화 방안(농림수산식품부)’의 구분을 적용

반려견 시장에 대한 전망 (한국애견협회)

▷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및 독신가구 증가로 지속성장!

- 등록제시행으로 애완견이 반려견 문화로 이어지고, 사료

및 의료의 수준도 고급화되어 시장은 지속적 성장 예상

- 낮은 출산율, 고령화로 정서적 유대감을 원하는 계층의

반려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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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만들어가는 세상

□ 우리나라의 집 지키던 개가 애완견이 되고, 다시 평생의 동반자인

반려견으로 진화하면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산업들이 태동

○ (분양산업) 분양 견을 사육하는 2천 농장과 20개소의 경매장,

19백개소에 이르는 소매업자, 수백만의 애견인구와 관련

○ (사료 및 식품산업) 사료의 수입 및 제조업자, 편의점, 애견센터,

동물병원, 전자상거래 등과 연계되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

○ (관련용품 산업) 반려견 전용 옷, 신발, 목욕용품, 기저귀, 집 등과

연계되며 기능성을 겸비하여 다양한 제품이 출시

○ (서비스 산업) 견주의 편리함과 반려견의 쾌적함을 동시에 만족

시키기 위한 호텔, 유치원, 스파, 미용 서비스 등으로 진화

○ (관광·축제, 특수목적견, 직업) 축제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그린

케어의 핵심으로 등장하며, 핸들러 등 새로운 직업도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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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산업

□ 반려견을 생산하는 농장은 전국적으로 2천여 가구로 파악되며, 애견

가구는 400만으로 추정

○ 100마리 이상의 어미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전체의 50%에 이르며,

개의 종류는 80%가 소형견종으로 추정

- 과거에는 대부분의 농장이 100마리 미만의 개를 사육하는 형태였으나,

최근 규모면에서 많이 증가

- ‘05년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42%를

넘어섬에 따라, 애완동물도 소형화 되는 추세

* 소형견종 : 말티즈 24%, 요크셔테리어 16% 등

□ 반려견의 유통구조는 생산농장에서 경매장, 소매업자를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비교적 단순

○ 농장에서 생산된 반려견의 유통은 대부분 경매장을 통해 이루어지며

일부가 직거래

* 사육농가를 떠난 반려견의 95%는 경매장을 거쳐서 소매업자로 유통되며,

인터넷을 통하거나 개인적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5%

○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반려견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의 대부분은

동물병원 및 애견센터이며, 애견 인구는 지방보다 수도권에 집중

* 애견인구의 43%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

반려견 유통구조

생산농장

→

→

경매장 → 소매업자 → 소비자

2천 농장

(어미 개 100두

이상 1천 농장)

전국 20개소

95% 담당 1,925개소
애견 가구

400만 호
인터넷, 개인판매

------------------→
유통 5% 담당

*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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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및 식품 산업

□ 국내 반려견 관련 사료 및 식품시장의 크기는 4,95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료의 60~70% 이상이 수입

○ 사람이 남긴 밥을 주던 식문화가 거의 사라지고, 반려견만의 먹을

거리가 이미 산업으로서 정착된 상황

- 유통되는 사료는 대부분 건식사료이며, 최근 기능성과 영양적

우수성을 앞세운 다양한 사료가 등장

* 사료의 등급은 유기농, 홀리스틱, 슈퍼프리미엄, 프리미엄, 일반 순으로

세분화 되어있으며, 한약재가 첨가되는 등 다양화

○ 사료의 대부분은 대형마트, 애견센터 등을 통해 유통되며, 전자

상거래 시장의 비중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

- 유통구조는 대형마트의 비중이 40%, 애견센터 및 동물병원

30%, 전자상거래 20%, 일반 소매점 10%의 순 (‘09, USDA)

- ‘10년 개 사료의 수입규모는 27천 톤, 7,200만 달러 규모이며

물량과 금액의 모든 면에서 증가하는 추세

* 물량면에서, 주요 수입국은 미국(40%), 호주(21%), 중국(14%) 순

○ 많은 종류의 사료이외에도 간식과 식사대용품이 등장하여, 보다

풍성한 반려견 관련 식품시장이 형성

- 식사대용 소시지, 스프 이외에도 사탕, 껌, 영양제 등이 등장

* 기능성을 첨가하여 칼슘 및 비타민 보충형 제품이 다수 출시

유기농 사료 비스킷 사탕 영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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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용품 산업

□ 애완견의 개념이 반려견으로 변화하면서, 관련용품 산업도 인간이

향유하는 문화와 흡사한 수준으로 성장 중

○ 반려견용 옷을 단순히 구입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옷을 손수 짓

거나 커플룩을 입어 서로의 동질감을 표현하는 사례도 등장

* 애견용 견인줄을 부착하거나, 발광체를 이용하여 야간에 식별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기술도 적용

○ 애견 전용 신발은 평평한 형태부터 하이힐의 형태까지 반려견의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가 출시

* 물집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드럽고 탄성이 있는 제품이 출시

○ 야외에서 생활하던 반려견이 집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종류와

모양의 집이 등장하고 전용 침대와 침구도 판매

- 반려견이 집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인과 같이 산책하는 친구로

취급 되면서 이를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목줄, 케이지가 등장

○ 반려견용 샴푸 등의 목욕용품, 기저귀, 항균탈취제 등의 시장 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짖음 방지용 제품도 등장

- 반려견의 피부에 안전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기능에서부터, 냄새

제거 및 항균기능이 가미된 형태까지 출시

* 주인과의 산책 이후 발, 항문 등을 부분적으로 씻겨야 하는 경우, 헹굴

필요가 없는 샴푸도 등장하는 등 편의성을 추구하는 제품도 등장

슈퍼맨 복장의 옷 다양한 반려견용 신발 짖음 방지용 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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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

□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견주의 편리함과 반려견의

쾌적함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서비스 산업이 발달

○ 견주가 출장, 여행 등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반려견을 돌봐주는

서비스부터 반려견 전용 호텔, 유치원이 등장

- 독신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견 호텔과 유치원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반 호텔 가격과 맞먹는 최고급 호텔도 등장

* 반려견 전용 호텔인 미국 헐리우드의 ‘D pet 호텔’은 초호화 시설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

○ 집으로 직접 찾아와 반려견을 돌보고 산책 등을 대행해 주는

전문적인 도그 시터(sitter) 서비스도 인기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반려견 전용 택시와 전용 비행기가

등장하는가 하면 반려견 작명 서비스, 장례 서비스도 등장

- 반려견 장례 서비스는 장례차가 직접 집으로 와서 장례식장으로

이동부터 화장까지 사람 수준의 장례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 화장을 한 뒤 유골은 선택에 따라 기념비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어 주는

서비스까지도 제공

○ 견주와 반려견 모두를 위한 애견 카페는 이미 대중화 되어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묵을 수 있는 펜션도 인기

고급 애견 호텔(미국) 반려견 전용 비행기(미국) 반려견 장례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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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주의 편리함을 강조하던 반려견 서비스 산업은 점차 반려견

자체를 타깃으로 한 서비스로 변화하며 그 영역을 확대

○ 고전적인 반려견 산업인 의료와 미용 서비스는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복합 문화공간으로 진화 중

- 반려견 전용 병원은 치료기능뿐 아니라 카페와 놀이시설 등을

함께 제공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신

* 서울 청담동의 애견 복합 문화공간인 ‘이리온’은 병원시설에 다양한 애견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인기

○ 반려견만을 위한 피부 관리 서비스와 스파 시설이 탄생하는가

하면 반려견을 위한 놀이공간, 수영장, 레스토랑도 등장

- 최근에는 반려견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의 반려견 놀이

공간의 인기가 증가하는 추세

복합 문화공간 ‘이리온’ 반려견 전용 스파 반려견 미용 서비스

□ 반려견을 실내에서 키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내의 반려견 예절

교육과 사회화 교육을 진행하는 훈련기관도 증가

○ 특수견들만 훈련을 받는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반려견도 올바른

동행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전국적으로 애견 훈련학교가 생겨나고 있으며, 특히 실내애견의

에티켓 훈련 서비스를 제공

- 최근에는 애견의 실제 생활 장소로 방문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으며 특정 문제행동을 교정하는 서비스가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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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축제

□ 반려견이 인간과 함께 하면서 빚어진 여러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의 소재로도 발전

○ 최자의「보한집」에 실린 들불을 몸으로 꺼 주인을 구한 임실

오수義犬 이야기는 문화제로 승화

* 1985년부터 시작된 오수의견 문화제는 의견제(義犬祭)와 함께 명견 선발

대회, 애견 천하장사 대회, 애견 장기자랑 등이 진행

○ 일본에서는 이미 사망한 주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다 죽은 아키다견,

“하치”를 기념하고자 시부야역 앞에 동상이 세워짐

* 하치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 전 세계에서 상영되었으며, 동상과 함께

시부야역 일대는 하치 이야기를 테마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됨

□ 영국에서 잘 생긴 사냥개를 선발하는 것으로 시작된 도그쇼(Dog

Show)는 시간을 거듭하며, 애견과 함께 하는 다양한 축제로 발전

○ 세계 최대의 도그쇼인 영국 크러프츠(Crufts)쇼와 미국 웨스트

민스터쇼는 가장 멋진 반려견을 뽑는 대회로 유명

- 외모, 건강함, 균형감, 성격 등을 평가하여 최고의 애견을 선발

* 크러프츠쇼는 매년 2만 8천 마리의 반려견과 16만 명의 방문객이 참관

○ 최근에는 반려견 미용대회와 다이빙, 허들 등을 하는 체육대회,

서핑 대회까지 등장

* 퓨리나社의 반려견 체육대회(Incredible Dog Challenge)는 TV로 중계될 정도

하치 동상(일본) 크러프츠 도그쇼(영국) 반려견 체육대회 서핑대회(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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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목적 반려견

□ 반려견은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기르기 쉬워,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그린케어의 핵심으로 부상

○ 치료견(Therapy Dog)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도록 훈련받은 개로,

정신적 스트레스, 충격을 받은 환자 치료에 도움을 줌

* 관상질환 집중치료 병동 퇴원 환자의 1년 후 생존율은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 94.3%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71.8%였음

*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하여 병원방문

횟수가 약 15% 포인트 낮은 것으로 보고

○ 골든 레트리버처럼 성품이 온화하고 참을성이 강하며 붙임성이

있는 견종을 주로 이용

□ 반려견은 우호적이며 헌신적인 성품을 지녀, 장기간 훈련을 통해

맹도견, 구조견, 탐지견, 군견 등과 같은 특수목적견으로 활용

○ 특수목적견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동물로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사람을 돕는 역할을 수행

-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 건물 잔해에서 인명구조를 위해

300여 마리의 구조견이 활약

- The Lancet誌에 피부암을 냄새만으로 조기 진단한 사례가 보고

(‘89)된 이후, 각종 질병의 감지에도 사용

세계무역센터 폐허 속에서 미국 군견 ‘카이로’ 암 진단 훈련 중



16 

RDA 43호interr●bang

반려견 관련 직업

□ 반려견 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반려견 서비스업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이 창출

○ 유럽 펫푸드 협회는 반려동물 사육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55만개 직업이 창출되어 경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 유럽은 수의사 20만명, 펫 전문점 6만개, 펫푸드, 동물 약품 및 제품, 전

람회, 언론매체, 동물복지단체 등 다양한 직업군 형성

○ 일본에서도 반려견을 상대로 한 간호사와 훈련사, 영양관리사,

미용사, 사육관리사, 애완동물 판매사 등 신종 자격증이 출현

□ 우리나라에서도 애완동물 훈련사, 미용사 등이 신종 직업군으로

각광받고, 대학에 관련 학과도 개설

○ 반려견 훈련사는 반려견을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사회화를 도우며,

실내와 공공장소에서 사람과 조화롭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역할

* 영국은 CGCS1)라는 교육프로그램을 통과한 반려견만 공공장소 출입을 허가

○ 애견미용사(트리머)와 관련된 국가공인 자격증은 아직 없으나,

한국애견협회에서 체계적 심사를 통해 자격증을 발급

○ 국내 여러 대학들에 애완동물 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애완동물

관리와 관련된 체계적 교육으로 인재를 양성 중

도그쇼의 꽃, 프로 핸들러

▷ 도그쇼(Dog Show)에 출전하는 반려견의 미용부터

조종(핸들링)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전문가

-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로, 빼어난

자태와 태도의 명품견을 훈련해내야 하기 때문에,

반려견 관리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로 대접

1) CGCS : canine good citizen scheme, 반려견의 통제력을 주로 평가하며, 견주의 지시를 잘 따르고,

공공장소에서 침착성 유지 등이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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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시사점

반려견 250만 시대에 걸맞은 국민적 인식 선진화

□ 애완견 시대에서 삶을 함께 하는 반려견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걸맞은 올바른 국민의 인식 전환이 함께 필요한 시점

○ 애완견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반려견으로서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위한 견주와 공공의 이해가 필요

- 견주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의 실천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육문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

* 유기견, 공공장소 출입 문제, 이웃 간 갈등 등은 반려견을 삶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시작으로 해결해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

○ 동물학대와 이웃 간 분쟁 등 사회적 문제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교육을 활성화

* 뉴질랜드의 경우, 견주 자격증 제도를 두어 반려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자에 대해 반려견 등록비를 낮춰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

반려견 산업의 질적 성숙을 위한 제도 지원

□ 양적으로만 확대가 이루어져 온 반려견 산업의 질적 성숙을 위해서는

시장 투명성 증대, 관련 서비스업의 건전화 등이 필요

○ 우선 반려견 분양과 관련된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

- 혈통, 건강 상태, 나이 등 투명한 반려견 분양을 위한 필수 정보

제공의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강화

- 강아지 경매 시 질병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 참석 및 책임제를

제도화하고 생후 60일령이 되지 않은 견 유통을 금지

* 강아지는 60일이 지나야 면역력을 지닐 수 있으나 소비자는 어린 강아지만을

선호하여 질병에 취약한 강아지가 유통되는 경우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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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의료보험 서비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의료 수가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장의 건전화를 추구

- 관련 서비스업이 확대되고 있으나 필수 서비스인 의료의 경우

병원마다 수가가 다르고 비용이 높아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

* 외로움을 달래고자 반려견과 함께 하는 독거노인 등에게 의료비용 부담은

반려견 생활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

○ 한편, 반려견 미용과 교육 훈련, 위탁업 등 서비스업의 사업자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된 제도 마련도 필요

○ 반려견의 분실, 유기와 관련하여 전국 차원의 정보 공유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등을 만들어 관리

과연 동물보호인가? ‘애니멀 호딩(hoarding)’

▷ 견주가 관리 가능한 능력 이상으로 많은 반려견을 키우면서 필요한 관리를

해주지 못하는 사육태만 행동

- 스스로는 개들을 위하고 있으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새로운 형태의 동물학대로 취급

- 상황이 나빠지더라도 사육수를 늘이는 데만 집착하는 경향

- 공중위생, 사회복지, 환경에까지 악영향을 초래

* ’09년 SBS에 아이의 밥까지 뺏어 30여마리의 개에게 주는 국내 사례가 방송

반려견 산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R&D 강화

□ 산업으로서 반려견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수한 견종 육성 및 유전질환 관련 연구를 강화

○ 질병에 강하고 형태와 성품이 우수한 품종의 꾸준한 육성과 더

불어 반려견의 유전질환에 대한 연구가 시급

- 비만, 당뇨 등 유전성 질환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유전자 마커와

반려견 탈모 및 체형변형 관련 질병유전체 연구 추진

* 유전자 마커 기술은 분양 이전 새끼 견의 건강상태를 증명하여, 건강한

반려견 유통과 의료비용 절약의 기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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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수입되고 있는 사료의 국산화를 이루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성 사료를 개발하여 시장을 개척

○ 국내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건강사료, 쌀을 이용한 사료 개발 등으로

수입 사료를 대체하고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를 도모

○ 탈모, 알레르기 등 특정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사료를 개발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

유기견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 반려견 산업 확대의 가장 어두운 그늘이자 사회적 문제로도 확대되고

있는 유기견 증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10년 전국에서 집계된 유기견 수는 10만899마리로, 이를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102억 2,600만원이 소요

○ 우선 반려견 등록제와 같이 반려견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

-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등록제가 전국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등록된 개에겐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가 주입

* 동물등록제는,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 반려견 현황 및 소재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유기견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시 등록비의 감면,

중성화 비용 등 지원책도 검토

마이크로칩을 이용한 반려견 등록

▷ 반려견 증가로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을 돕고자 마이크로

칩을 동물의 몸체에 시술하는 ‘동물 등록제’

- 1cm 정도의 칩에 동물의 품종, 주인 연락처 같은 정보를 수록

- 현재 일부 기초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13년부터 개에

대해서는 의무화 예정

- 유럽 전역에서 1,050여만 두의 반려 동물이 마이크로칩으로

등록되어 EPN(www.europetnet.com)으로 정보 공유 스캐너로 정보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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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함께 가볼만한 애견카페 (가나다순)

상 호 전화번호 위 치

Bani bani 02-976-2346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Hey 퍼피 070-8877-2318 경기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강아지 놀이터 054-476-6660 구미시 진평동

강아지 vs. 고양이 010-7512-3089 대구시 중구 동성로 3가

개네카페 010-5012-301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1동

개털깎는 남자 031-385-1182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공주애견카페 033-912-2462 춘천시 후평1동

그르르 02-514-389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그린빌 031-866-1902 양주시 남면 황방리

금산이네 054-474-5755 구미시 도량동

까니에가띠 02-501-0204 서울시 강남구 삼성2동

도기랜드 011-525-5716 영천시 화북면 자천리

리루 042-825-7417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

모란방 043-234-8936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몽애 02-6080-912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뮬란 032-773-6383 인천시 중구 북성동 1가

바우하우스 02-334-5152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버디퍼피 070-8886-8759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별빛 가득한 뜰 041-751-0706 충남 금산군 남일면 황풍리

비즈애견샵 062-224-3023 광주광역시 동구 황금동

쁘띠 퍼피 031-904-0603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스타독스 (창원시) 055-262-1977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스타독스 (파주시) 017-342-2344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스타독스 카페 033-253-7990 춘천시 효자3동

써니네 02-334-3712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아이러브 퍼피 031-908-7650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애견카페 훈데슐레 031-964-5782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엔젤독스 애견카페 애견훈련소 051-703-1383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완짱 010-7771-7919 동두천시 생연동

왈왈깔깔 031-957-8676 파주시 야당동

치치독 010-3211-1939 경산시 정평동

카페개내 02-772-9497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카페개내 02-926-3004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 1가

카페포우즈 02-564-0927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콩다방 미쓰김 02-960-0447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클럽아카 031-577-0976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펫아일럿 070-8193-2835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프란다스의 개 051-051-2354 부산시 동래구 사직1동

플레이독 애견카페 041-908-5001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플레이독스 070-8745-5789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피레네 031-213-1080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피플앤독 051-744-0545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해피독 애견카페앤호텔 033-256-7830 춘천시 석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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