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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500만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개고기의 식용에 대한 문제는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민족 고유의 식문화라는 측면과 어떻게 한 식구인 반려견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는 측면이다.
충남의 K대학교와 H대학교의 학생을 중심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이다(현재 조사 분석 중이다). 개고기의 음식
문화에 대한 견해를 축산전공자, 애견전공자, 그리고 타 전공자들과 비교하는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로써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방법
1. 서론

충남의 K 대학교와 H 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한 식문화인 개고기 식용에 대한 문제를 축산 전공자들과 애

개는 가장 먼저 가축화되어 인간과 함께 오랜 역사를 함께
지내온 동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보신문화(補身文

견전공자, 그리고 타 전공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분석
하였다.

化)가 있어 개를 식용(食用)으로도 이용하여 왔고, 지금도 육

3. 결론 및 제언

견(肉犬)을 사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거나 관련 요식업(料食業)
을 하는 이도 있다. 최근 개의 식용금지에 대한 입법제안도
있었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는 반려동
물을 사랑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의 큰 행사가 열릴 때마다 이슈화해서 개의 식용금지를 주장
하기도 한다.
개고기 식용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깃들어 있으며 서민층의
극심한 체력 소모를 보충해주는 중요한 음식이었다[1]. 개고

국내 반려인구가 1,500만명으로 전국민의 1/4이 넘게 반려동
물을 양육하고 있는 대한민국, 역사적으로 신석기시대부터
식용으로 먹어오던 개고기 식용문화는 억지로 없앨 필요가
없어 보인다. 때가 되면 식문화는 변화하기 마련이기에 좀 더
때를 기다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는 신석기시대부터 우리 민족이 먹어오던 전통음식의 하나
라고 주장하는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식용 절대 반대 입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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