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작 지원 견 (Seizure Dogs)
간질환자를 돕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가 발작 조기 경고견이나 발작 대응견으로 쓰일 수 있다(둘 사이의
차이를 주목하라).
•

발작 조기 경고견은 주인이 발작을 하려 한다는 걸 느끼고, 원으로 뛰기 같은 이상한 행동을 보여
주인이 이를 보고 스스로 준비하도록 하는 개이다. 이 개는 주인 곁에 머물면서 도움도 줄 수 있다.
또 도움을 구하러 갈 수도 있다. 모든 발작 조기 경고견이 특정 간질환자와 훈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단 개와 사람이 잘 맞으면 함께 훈련을 한다.

•

발작 대응견이라고도 알려진 발작 도움 견은 주인에게 안전하다는 느낌과 발작 중 의료적 도움을
준다. 도움 견을 훈련시키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행동을 훈련시킬 수 있다.

발작 지원견에 대한 질의 응답
발작 지원견은 무엇을 하나?
하나
발작 대응견은 어린이가 발작을 하면 짖어서 가족에게 알리거나 발작을 하는 사람 옆에 누워서 위험을
막거나 또는 벽에 달린 응급 버튼이나 경보기를 울리는 페달 같은 미리 프로그램된 장치를
작동시키도록 훈련될 수 있다. 개는 가서 가족을 데려오게 훈련될 수도 있다.
발작 조기 경고견은 주인이 발작을 할 것이라고 느끼면 많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발로 긁기, 원을
그리며 뛰기, 와서 가까이 앉기와 주인을 바로 보고 짖기도 보고 되었다.
아무 개나 이렇게 할 수 있나?
있나
대부분의 개가 발작을 느끼는 타고난 능력은커녕 서비스 개가 되기 위한 기질도 가지고 있지 않다;
발작을 느끼는 것은 배우는 기술이 아니라, 개들 중 10 %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이 개들은 수 백 시간의 훈련을 거쳐야 역할을 할 수 있다. 자격 있는 개 조련사가
매년 이런 개 겨우 몇 마리를 훈련시킬 수 있다.
어떻게 사람들이 개가 미리 발작을 인지하게 훈련시키나?
훈련시키나
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개들을 발작이 빈번한 사람과 조를 이루게 해서 그 사람이 발작을 할
때마다 보상을 줌으로써 이 능력을 개발시킨다고 한다. 나중에 개가 특별한 감각을 갖게 되면, 발작이
일어나기 전에 보상을 원하기 시작해 그 사람에게 경고하게 된다. 다른 개들은 발작을 하는 주인과
지내면서 스스로 이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개가 사람이 발작을 할 것이란 걸 아나?
아나
아무도 개가 어떻게 다가오는 발작을 알아내는지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발작 전에 주인의 행동이나
향에 변화가 있고 개가 여기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지만 이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어떻게 발작 지원견을 가질 수 있나?
있나
이는 당신의 목표에 달려있다. 당신이 발작 대응견을 원하면, 자격 있는 개 조련사와 개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의논하고 계획을 짜라. 미리 발작을 인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개를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개가 이런 유형의 행동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조련사의 주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특히
훈련비가 매우 비쌀 때, 검토돼야 한다. 어떤 이들은 성공했다고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실망했다. 개가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독특한 능력을 가장 잘
개발할 수 있는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연구에 따르면 이 능력이 있는 개의 비율이 열 마리에 한
마리 이상이 아니라고 추정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같이 있을 개를 구하고 이 능력이 개발되는지 살피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SEIZURE DOG CONTACTS
Special Skill Dogs of Canada www.dogguides.com 1-800-768-3030
The Lions Foundation trains Dog Guides to meet the needs of Canadians with hearing and other
medical or physical disabilities. This includes Seizure Response Dogs.
U.S. Company Paws with a Cause: www.pawswithacause.org 1-800-253-7297
PAWS is the largest provider of Seizure Response Dogs. They train assistance dogs in the U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rovides lifetime team support.
WEBSITES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ssistance Dog Partners (IAADP): www.iaadp.org
A non-profit, cross-disability organization representing people partnered with guide, hearing and
service dogs.
Assistance Dogs International: www.adionline.org
A coalition of not for profit organizations that train and place assistance do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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