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통한 설명

제가 고양이 음식을 준비할때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www.catnutrition.org/pictorial.html 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 참조).

물론 제가 하는 방식과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고양이 음식을 생식으로 준비하는 하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사진을 봄으로써 걱정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엌에서 능숙하게 요리하는 사람도 아니고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홈메이드 고양이 음식을
만드는 것은 당신이 우려한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도 홈메이드 고양이 음식 만들기에 처음 도전했을때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다 문제없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 애완동물 통조림 및 사료 봉지에 AAFCO(Association of American Feed Control Officials, 미국내 동물 사료 규제
기구) 보증 표지를 붙여놓았던 소위 전문가들이라는 사람들이 2007 년에 애완동물 사료에 오염된 밀가루 및 알수 없는 것들을 넣어서 만든
사료들을 보증한 똑같은 사람들이고, 이로 인하여 수천마리의 애완동물이 오염된 음식을 먹고 그로 인한 독으로 사망한 경우로 발생했습니다.
본인이 자신의 고양이를 앞의 경우보다는 잘 돌볼수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고양이 음식(생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

1.

분쇄기(고기 가는 기구)를 꺼내십시오.

2.

레시피에 있는 재료를 한 곳에 모아두십시오.

3.

살코기를 조각으로 자르십시오 (다시 말해서, 갈지 않을 고기 중 일부를 조각내서 자르십시오).

4.

뼈 및 뼈에 붙어 있는 남은 고기를 장기(심장 및 간)과 함께 가십시오.

5.

비타민, 계란 노른자 및 레시피의 남은 재료를 물에 섞어 넣으십시오 .

6.

모두 섞어 주십시오.

7.

섞은 음식을 냉동 가능한 용기에 넣어주십시오.

사진으로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그게 다입니다! 잘 하셨어요! 이제 다 끝내셨으니 부엌 정리 후, 당신에게 고마워 할 고양이들에게 음식을 주고(꼭 음식은 봉지에 넣은 후, 그
봉지를 따뜻한 물에 넣어 데우십시오) 축하 기념으로 음악을 트세요!

총 소요 시간? 물론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약 10 년 동안 고양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2 마리의
고양이가 2 주동안 먹을 음식의 양을 만드는데 저는 1 시간(청소, 쓰레기 버리기, 잠시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칭 하는 시간 등을
포함해서)이 소요됩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남편이 지난 몇년 전부터 고양이 음식 만들기에 도와준 관계로 우리 둘이 같이 특히
이미 부위별로 잘려진 닭을 구입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고양이 음식의 양을 30~40 분 내에 만듭니다.

저는 고양이 음식을 집에서 만들 경우 반려 동물과 보낼 시간도 연장(고양이가 더 오랫동안 산다는 뜻)될뿐만 아니라, 동물 병원에서
보내야할 시간 및 들여야할 돈도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만약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동참하도록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음식을 만드는데 들이는 시간은 제가 소화 불량으로 아픈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 병원에 왔다갔다하고 고양이에 대해서 걱정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정도의 수고 및 시간을 투자해야합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수위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이들을 위한 사랑의 노동이니 그 마음가짐으로
임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