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이는 다른 탐지견 친구들보다 큰 체격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보다 착하며 사람을 잘 따릅니다.
나이가 있어 활발하게 뛰지는 못하지만 여유롭게
이곳저곳 냄새를 맡고 사람과 함께 발 맞춰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금강이와 함께 발을 맞추어줄 가족이 되어주실 분~~~?
금강이는 하얀 얼굴이 매력적입니다.
하얀 얼굴에 잘 어울리는 똘망똘망한 눈망울!
간식이 먹고 싶을 때면 눈을 마주치며
손을 턱턱 줍니다. ^^
금강이의 눈을 마주치면 너무 사랑스러워 간식을 주고
싶은 마음이 뿜뿜 생깁니다.

사람한테 안 기는 것을 좋아하는 남이입니다.
남이는 다리가 좋지 않아 장애물이나 격하게 뛰는
활동은 하지 못하지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노는걸
아주 좋아합니다.
친구들과 놀다가도 부르면 아름다운 미소로
총총총 뛰어옵니다.
남이의 웃음을 볼 때면 같이 웃음이 나옵니다.
남이의 매력적인 웃음에 퐁당 마음이 빠지실 분
있으신가요?
남이의 자랑은 누구와도 잘 지내는 순하고
친화적인 성격입니다.
스킨십을 좋아해 만져달라고 웃으며
다가오는 모습에 심쿵!
다른 친구들과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착한 남이입니다.
먹고 싶은 간식이 있으면 앉아서
매력적인 웃음을 짓습니다. ㅎㅎ

노랑이는 길쭉한 몸매를 가진 깔끔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주님입니다.
노랑이는 평상시에는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는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반전된 성격이
매력적입니다.
산책 또한 여유롭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평소에는 차분하지만 밥시간에는 눈빛이 초롱초롱
신이난답니다~!
노랑이의 반전매력을 알아줄 가족을 찾습니다.
평소에는 짖음도 없이 조용하게 있지만 운동장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구보다 신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체국에서 탐지견으로 활약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테이블에도 폴짝 잘 올라갑니다.
언제나 얌전한 모습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순둥이 노랑입니다.

마치는 이마에 새싹 무늬가 매력인 친구입니다.
마치의 눈은 다른 친구들보다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초롱초롱한 예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면
절로 행복해집니다.
작은 체구와 귀여운 얼굴과는 반전되게 단단한 근육질 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치의 새싹 모양과 초롱초롱한 눈을 바라봐주세요~!
마치는 혼자 놀기의 달인입니다.
뛰어다니며 놀기보다는 차분하게 구석구석
냄새를 맡으며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즐깁니다.
산책 또한 크게 흥분하지 않고 여유로움을 만끽하는
신사 스타일입니다.
밥을 주기 전에 앉아를 시키면 앉아서 평소보다
더욱 초롱초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블랙이는 이름처럼 몸에 검은색 털이 많습니다.
얼굴이 작아 눈이 더욱 커보이는 매력이 있습니다.
폴짝폴짝 뛰는 것을 좋아하는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사람을 매우 매우 좋아하고 관심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의 손길을 좋아하는 블랙이를 평생
사랑해줄 가족을 찾습니다.
친구들과 빠르게 뛰어다니며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도 사람이 보이면
멀리서도 후다다닥 뛰어오는 블랙이입니다.
간식이 먹고 싶을 때면 테이블 위에
폴짝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점프 점프 하며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에코는 귀여운 점박이 개구쟁이! 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바둑무늬가 매우 다양하게 있는 에코는 다른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노는 것을 제일 제일 좋아하는 에너자이저입니다.
때로는 장난이 격할 때도 있습니다. ㅎㅎㅎ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개구쟁이 에코와 평생을 함께해줄 가족을 구합니다.
에코를 보면 뽀로로가 떠오릅니다.
친구와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만큼 싸우지 않는 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친구가 테이블을 올라갈 때면 에코도 꼭 따라가 같이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신나게 뛰어 놀면서도 부르면 바로바로 오는 착한 에코!
에코는 천진난만한 얼굴과는 다르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포인트입니다.
한번만 들어도 에코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장난꾸러기 에코지만 훈련할 때는 진지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따라오는 모습 또한 매력 포인트입니다.

주황이는 목에 산 무늬가 특징이며 이름과 같이 털이
주황빛을 띄고 있습니다.
한번만 알려줘도 척척 잘하는 똑똑이입니다.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밝은 모습으로 좋은 에너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뛰어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누구에게나 밝은 에너지를 나눠주는 똑똑이
주황이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주황이는 겁이 없는 당찬 모습으로 장애물도 무사 통~과~
특히 구름다리, 테이블, 시소를 멋지게 쓩쓩 해낸답니다!
앉아, 엎드려 훈련도 마스터한 똑똑이랍니다.
손은 간식이 있을 때만 주는 귀여운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을 잘 따르고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부르면 빠르게 뛰어옵니다.
주~~황~~이라고 주황이를 신나게 불러주세요!
주황이가 행복한 모습으로 뛰어와서
앞에 착! 앉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파랑이는 엉덩이에 동그랗게 귀여운 점이
있습니다.
친구들보다는 사람을 더 좋아하는 성격입니다.
견사 앞을 지나갈 때면 예쁨 받고 싶어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간식을 주지 않고 지나갈 수가 없답니다. ㅎㅎ
원하는 게 있을 때면 가만히 웃으며 앉아서
기다리는 차분한 모습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겁이 없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파랑이!
당찬 파랑이지만 간식 앞에서는 무장해제
웃음을 보여주는 매력덩어리입니다.
사람을 매우 좋아해서 사람을 쫄쫄쫄 따라다니고
애교도 많이 부립니다.
파랑이의 예쁜 웃음과 함께해줄
가족을 찾습니다.

작은 체구의 소유자 핑퐁! 작은 체구만큼
탐지견센터에서 가장 빠른 날쌘돌이입니다.
퐁! 퐁! 토끼같이 뛰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힘들어도 계속 같이 뛰게 됩니다.
발랄하게 뛰는 모습이 매력적인 핑퐁이와 함께
뛰어 놀아줄 가족 있으신가요~?
핑퐁이는 친구들과 뛰어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제일 빠른 것을 알고 있어
친구들을 놀리고 재빠르게 도망가기도 합니다.
운동장에 있는 솔방울도 좋아합니다.
솔방울을 보면 신나게 퐁 퐁 뛰어 갑니다~!
작은 체구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보호본능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화이트는 파란 눈과 흰 털이 특징입니다.
딱 보면 화이트~가 떠오르는 모습!
탐지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최고 ~ ^^
운동장에서 놀 때면 다들 화이트를 따라 다닌답니다.
매일 만나는 선생님들이지만 격하게 반기는 열정이 있어
예쁨을 많이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인기쟁이 화이트의 매력에 빠지신 분 있으신가요~~?
화이트는 날렵한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 있는 어질리티 장비를 슈루루루룩 통과한답니다.
핸들러와 교감이 잘 되어 훈련 또한 잘 따라 와주는 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인 모습으로 앉아, 엎드려 또한 할 줄 알고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사랑스러워 안아주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