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견의 적합성 기준

Ⅰ. 적합성 기준

q 적합연령: 생후 6월~12월

q 적합품종: 견의 품종과 성별은 무관하나 소형의 품종 및 초대형 품종은 특수한 구조 

분야를 제외하고는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저먼셰퍼드, 마리노이즈, 보더콜리, 골든 ․ 래브라도 리트리버, 잉글리쉬 

스프링거 스파니엘 권장)

q 적합품성

  가. 공격성이 없으며 대담성, 활동성, 친화성, 사회성, 집중력을 두루 갖춘 견  

  나. 다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력과 후각능력이 뛰어난 견

  다. 성품이 명랑 쾌활하여 사람과 타 동물에 대한 적대감이 보이지 않는 견

  라. 환경 등에 관계없이 기호물품에 대한 강한 집착력을 보이는 견

q 건강상태

  가. 사지 바르고 균정하며 건전성이 좋은 견

  나. 광견병 및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필한 견

q 기타

  가. 생후 1년 이상 연령인 구조견은 BH(동반견) 자격을 필한 견

  나. 중성화견도 무방함.

Ⅱ. 구조견의 적합성 테스트

q 사전 점검

  가. 개체 동일성 확인: 문신 또는 마이크로칩 장착 확인 

  나. 건강 체크: 개의 외관상 건강 체크 

   ‣평가: 발육저하, 심각한 질병징후, 영양부실, 피모 및 피부 이상. 의욕저하, 

정상적인 보양이 아닌 때 감점

  다. 스코어 카드 확인: 해당 견의 스코어 카드 반드시 지참



q 테스트 항목

  가. 복종영역(야지, 붕괴지 동일)

1. 줄 매고 따라 걷기-동반견 도식과 동일(별표1 참조)

      ‣평가: 

2. 군중통과-핸들러는 개에 리드 줄을 매고 4명 이상의 보조인 그룹을 통과, 이중 

2명의 보조인은 반드시 리드 줄을 맨 수컷 1마리와 암컷 1마리를 동반하고 군중

역할 수행. 핸들러는 시계바늘 방향으로 돌고 있는 4명의 군중과 2마리의 개 바

깥쪽에서 반대방향으로 돌다가 개가 없는 보조인 옆에 1회 멈추었다가 더 진행하

여 군중속으로 들어가 8자 형태를 그리며 다시 중간에서 1회의 멈춤을 보여준다. 

      ‣평가: 그룹 통과시 군중 또는 타 견에 대한 공격성, 불안감 또는 소심함에 대해 

감점

3. 줄 없이 따라 걷기-2번의 총성

      ‣평가: 

4. 터널 통과하기

      ‣평가: 

5. 장애물지역 통과하기-지정된 콘크리트 또는 목재 잔해지역에서 목줄과 리드 줄

이 제거된 견은 핸들러를 따라 자유로우며 자신감 있게 장애물 지역을 보행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 장애물 지역 진입의 거부 또는 불안정한 보행 및 소심한 행동에 대해 감점

6. 들고 건네주기-지면 또는 약간 높은 곳에서 들어 올려진 개를 핸들러가 10m 들

고 이동한 후 제3의 타인에게 다시 건네져 약10m 들고 이동후 지면에 내려놓으

면 핸들러는 개에게 돌아와 기본자세를 취한다. 

      ‣평가: 타인에게 건네질 때 또는 안겨진 후 개의 두려움, 공격성 또는 거부감에 

대해 감점

7. 대기-시험중인 다른개의 테스트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중 2발의 총성을 들어야 

한다. 

      ‣평가: 

8. 고정된 나무다리 횡단:  높이40cm, 폭30cm, 길이4m 두 개의 물체에 고정된 나

무다리를 횡단한다. 

      ‣평가: 줄을 매거나 또는 줄이 제거된 상태에서 수평사다리 이동 및 급경사 

계단을 내려올 때 개의 태도 관찰. 견이 자신과 주위사물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대해 인식하게 되는 과정이며 공간지각은 주변 환경을 향한 이동과 

방향 설정에 중요한 깊이, 거리 같은 단서가 제공되므로 구조견이 활동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중 하나이다. 수평사다리에 대한 불안감 및 거부반응, 급한 

경사도 하향의 불안 반응 및 거부, 이탈에 대해 감점한다.

9. 3개의 상이한 장애물 횡단하기-물체사이의 간격 10m, 높이40cm, 60cm, 80cm

의 서로 상이한 3개의 물체를 핸들러의 명령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 점프 또는 비

월하여 횡단한다.

      ‣평가: 

  나. 후각작업

1. 붕괴지 수색

  1)400~600㎥내에서 1명이 요구조자 수색-개와 은폐보조인은 시각 및 신체접촉 

가능

  2)작업시간-최대 15분

  3)수색시간 10분전에 은폐보조인 수색지역에 배치완료

  4)은폐보조인은 심사위원의 보조자로써 침착한 행동을 해야 하며 핸들러나 개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어서는 안된다.

      ‣평가: 

2. 야지 수색

  1)5,000㎥의 개방되거나 엄폐된 지역에서 1명의 요구조자 수색-개와 은폐 보조인

은 시각 및 신체접촉 가능 

  2)작업시간-최대 10분

  3)수색시간 10분전에 은폐보조인 수색지역에 배치완료

  4)통보방법은 짖기, 스틱통보 또는 자유통보

  5)은폐보조인은 심사위원의 보조자로써 침착한 행동을 해야 하며 핸들러나 개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어서는 안된다.

      ‣평가: 

  다. 물품지래욕 

  1)목줄과 리드 줄이 제거된 개 앞에서 서로 약30m의 거리를 두고 마주선 두 사람

이 유혹물품(공, 덤벨 또는 기타물품)을 개가 볼 수 있도록 5회 이상 공중으로 

주고받거나 또는 지면으로 굴려 주고받을 때 개의 행동을 관찰한다. 

  2)개는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획득하기 위해 강한 집중력을 보여야 하며, 물품

을 개에게 빼앗기지 않고 주고받은 마지막 단계에서는 개가 물품을 물수 있는 상



황을 만들어 주고 소유욕에 대한 의지 및 욕구를 관찰한다.

      ‣평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집중력과 인내력에 대한 개의 태도를 관찰한다.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무관심 및 집중력의 저하. 유혹물품 소유욕의 저조시 

감점한다.

  라. 통보박스에서의 통보

  1)개는 통보박스와 일정한 거리(10m)를 유지하고 대기한다.

  2)보조인은 개가 주시하는 상황에서 통보박스 안으로 들어간다.  

  3)심사위원의 지시를 받고 핸들러가 개에게 명령(‘찾아’)하여 통보박스로 보내

면 개는 즉각적으로 통보박스에 도착하여 짖음 또는 파헤침의 통보행위를 장소 

이탈 없이 약 20초 정도 집중적으로 할수 있어야 한다.

      ‣평가: 요구조자에 대한무관심, 지속적이지 않은 통보, 통보행위 중 통보박스 

이탈, 핸들러 접근시 되돌아오는 행위에 대해 감점



구조견 적합성 테스트 심사표

소 속 날  짜 

핸들러 이름 장 소

견   명 견  종

Tattoo or 
Microchip

생년월일

                                 심사위원:            (서명)

항 목 배점 평 가 득점 비고

성격 및 품성

건강상태

발육상태/ 피모상태/ 항문 검사 

복종

영역

줄 매고 따라 걷기

군중통과

줄 없이 따라 걷기

터널 통과하기

장애물지역 통과하기

들고 건네주기

대기

고정된 나무다리 횡단

3개의 상이한 장애물 횡단하기

후각

작업

붕괴지 수색

야지 수색

물품지래욕

통보박스에서의 통보

총   점

Punktezahl Vorzüglich Sehr gut gut befriedigend mangelhaft ungegügent

5Punkte 5 4.5 4 3.5 3.0-2.0 1.5-0

10Punkte 10 9.5-9.0 8.5-8.0 7.5-7.0 6.5-4.0 3.5-0

50Punkte 50.0-48.0 47.5-45.0 44.5-40.0 39.5-35.0 34.5-18.0 17.5-0



<별표1>

최하4인이상

완보-

속보-

-상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