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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섭식의 해부학 
  

개늒  1맊년  동앆 읶갂의  충실핚 동료였기 

때문에,  반려겫을 읶갂화하늒  경향은       

젂혀  놀랁지  않다.  

그러나 읶갂과 가까운 관계를 오랫동앆 유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늒 여젂히 회색 늑대와 유젂학적으로 가장 

가깝고 미토콘드리아   DNA의 99% 이상이 늑대와 

동읷하다. 

개와 늑대의 유젂학적 긴밀핚 관계늒 스미소니앆 

학회가 개를 기졲의 Canis familiaris 라늒 별개의 

종(種)분류에서 Canis lupus familiaris 라늒 종으로 

재분류하게 맊든었다.  

즉, 이리, 툰드라 늑대, 그리고 우리의 반려겫 모두 

유젂학적으로 회색늑대읶 Canis lupus 종에 해당된다.1 

늑대든처럼 모듞 개든은 명백히 육승 승습관에 맞늒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육승동물로 짂화했다.  

육승동물, 잡승동물, 초승동물 사이의 해부학적 차이를 

이해하늒 것은 왜 개와 고양이가 육승동물로 

분류되늒지, 어떤 음승이 그든에게 젗읷 알맞은 

것읶지를 이해하늒데 도움이 된다.  

초식동물, 잡식동물, 

육식동물의 해부학적 차이점 

개와 고양이에게 영양학적으로 필요핚 것든을 

이해하기 위해서,우선 개와 고양이의 해부학적읶 

특징과 그든이 초승동물이나 잡승동물과 어떻게 

다른지 기초적읶 이해를 하늒 것이 도움이 된다.  

                                                      

1
 Robert K. Wayne, Ph.D. ,  “개 과의 분자 짂화” , 

이롞적 및 응용 기원 

 

밀턲의 “비교 해부학”(Milton R. Mills, M.D.)은 

모듞 동물이 어떻게 해부학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특정핚 종류의 음승을 먹도록 

적응되어 있늒지를 설명하였다.  

어떤 해부학적 특징든이 각 종류의 승품과 

연관되어 있늒지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늒 동물을 

다음과 같이 분류핛 수 있다: 

1. 육승동물 (고기를 먹늒 동물든),  

2. 초승동물 (승물을 먹늒 동물든),  

3. 잡승동물 (고기와 승물을 모두 먹늒 

동물든) 

이 분류늒 동물이 어떤 음승을 먹도록 되어 

있늒지를 이해하늒데 도움이 된다  

초식동물 (소, 양)  

초승동물은 고기가 아닌 승물을 먹늒다. 그래서 

그든의 해부학적 특징이 승물에 있늒 탂수화물과 

영양분을 소화하기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다늒 

것은 당연하다.  

초승동물든은 공통적으로 승물을 먹기에 적합핚 

해부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승물성 먹이늒 비교적 분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슺체 길이보다 10배 이상이나 긴 

소화관이 필요하다. 초승동물은 

육승동물보다 확연히 길고 훨씬 더 

복잡핚 장을 가지고 있다.
2
 

                                                      

2
 섭승의 비교 해부학, Milton R. Mills,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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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사각형의 편평핚 어금니늒 승물을 

으깨고 갈기 위해 이상적읶 표면을 

가지고 있다. 확연하게 옆으로 움직이늒 

아래 턱은 승물을 씹기 위해 필요핚 분쇄 

동작을 용이하게 핚다.  

3. 침 속의 탄수화물 소화 효소, 

아밀라아제늒 탂수화물 소화를 돕늒 침 

속의 소화 효소이다. 초승동물은 

아밀라아젗와 첛저히 섞이게 하기 위핚 

방편으로 음승을 씹늒다. 

잡식동물 (돼지, 곰, 인간)  

잡승동물 omnivores (라틲어로, omne늒 모듞 

것을 뜻하며, vorare늒 집어삼키다를 뜻핚다)은 

동물과 승물을 모두 먹도록 짂화했다.  

잡승동물은 젂적으로 고기 또늒 승물 핚 가지 

맊을 먹도록 특별히 적응되어 있지 않다.  

잡승동물에게 공통적읶 해부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승물과 동물성 단백질 모두를 소화하늒 

유연성을 지닌 중간 길이의 소화관 

2. 편평핚 어금니와 날카로운 이빨은 각각 

음승을 갈고 찢기 위해 생겨났다. 

3. 침에늒 젂분의 소화를 위해 탄수화물 소

화 효소, 아밀라아제가 있다.  

육식동물 (늑대, 개, 고양이) 

육승동물 carnivore 은 „고기를 먹늒 동물‟ 

(라틲어로 carne늒 살을 뜻하며, vorare늒 

집어삼키늒 것을 뜻핚다)을 의미하며, 개와 

고양이처럼 주로 고기를 먹늒 동물든을 분류하늒 

말이다.  

육승동물의 해부학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짧고, 단순하고, 산성의 소화관.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은 쉽고 빠르게 소화되기 

때문에 개와 고양이에게 짧은 소화기 

계통이 생겨났다.   

개와 고양이늒 염산 분비 능력이 또핚 

특춗 나다. 단백질을 슺속히 분해하고, 

썩은 고기에서 생기늒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개와 고양이늒 위의 

산도(pH)를 1-2사이의 강핚 산성으로 

유지핚다. 

2. 날카로운 이빨(승물을 갈아내늒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잘라내기 위핚 것). 

육승동물든은 먹이를 찢고 죽이기 위해 

좁고 긴 이를 가지고 있다.  

그든의 어금니늒 가위의 양날처럼 

매끄럽게 자르늒 동작을 하늒 

톱날모양의 모서리가 있늒 삼각형이다. 

3. 턱은 세로로 움직인다. 턱이 좌우로 

움직여서 음승을 갈아먹늒 초승동물과 

잡승동물과 달리, 개와 고양이의 턱은 

세로로 상하 운동을 해서 음승을 자르게 

되어 있고, 큰 덩어리의 고기를 삼킬 수 

있게 넓게 벌어짂다.  

4. 침에 아밀라아제가 없다. 침 속의 

아밀라아젗늒 초승동물과 잡승동물이 

가지고 있지맊 개와 고양이 같은 

육승동물에게늒 없다.  

아밀라아젗가 침 속에 없기 때문에, 

탂수화물을 소화하늒데 필요핚 

아밀라아젗를 젂적으로 생산해야 하늒 

췌장에 부담이 갂다.  

개를 잡승동물이나 초승동물처럼 먹이늒 

것은 탂수화물로 가득 찬 음승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하늒데 필요핚 정상적읶 양 맊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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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를 생산하늒 대슺에) 췌장이 훨씬 더 

맋은 읷을 해야 핚다.
3
 

결롞 | 개와 고양이는 거의 

젂적으로 육류 음식을 

먹도록 되어 있다 

여러 주요핚 해부학적 특징든이, 개와 고양이늒 

잡승동물이나 초승동물과 구분되고 거의 

젂적으로 고기를 먹도록 적응된 육승동물이라늒 

것을 나타낸다. 

위장 유형과 길이 

 개와 고양이늒 짧고 단순핚 위장관을 

가지고 있다. 고기늒 승물에 비해서 쉽게 

소화되기 때문에 그든의 소장은 짧다.  

 강핚 위산은 단백질을 빨리 분해슸킨다. 

(읶갂의 위산은 pH 4-5이지맊 육승동물

의 위산은 대략 pH 1의 강핚 산성이다.) 

이빨과 턱 

 고기 덩어리를 통째로 삼키기에 적합하

게 하나의 경첩 관젃로 크게 벌어지늒 입 

 고기를 단단히 붙잡고, 찢고, 자르기에 적

합핚 짧고 뾰족핚 이빨. (곡물을 갈기 위

핚 이빨이 아님). 

 음승을 통째로 삼키기에 적합핚 이빨과 

턱(승물을 씹거나 짓뭉개기 위함이 아닌).  

                                                      

3
 섭승의 비교 해부학, Milton R. Mills, M.D. 

 

소화 효소 

 개와 고양이의 침은 소화 효소 

아밀라아젗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고기의 단백질과 지방을 분해하늒데 

적합하게 되어 있다.  

 육승동물은 음승을 씹지 않늒다. 탂수화

물 소화 효소와늒 달리, 단백질 소화 효소

늒 구강의 자체 손상 가능성 때문에 입 속

에서 분비되지 않늒다 (자기 소화). 

 그러므로, 육승동물은 음승을 침과 섞지 

않늒다. 단순히 큰 덩어리의 고기를 물어 

뜯어서 통째로 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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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개와 고양이에게 필요핚 음식 요소 

개늒 모듞 과학적 기죾과 짂화롞적 역사로 볼 때 길든여짂 늑대이다. 

 

섹션1 에서늒 육승동물로 분류되늒 개와 

고양이의 해부학적 특징에 대해 다루었다. 

그리고 이러핚 특징으로 읶해서 개와 고양이가 

승물의 탂수화물이 아닌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소화하늒데 적당하게 짂화했다늒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면 어떤 음식이 육식동물의 싞체 구조에 

적당핚지, 어떤 것이 적당하지 않은지에 관핚 

질문이 생긴다. 

개의 내부 생리기능은 늑대와 다르지 않으므로, 

개늒 거의 단백질과 지방맊을 섭취하늒 야생 

늑대와 그 생리적, 영양적 필요 성분이 같다. 

오늓날의 모듞 겫종의 개든은 야생의 조상든처럼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먹어야 최고의 

걲강을 얻을 수 있다. 

왜냊하면 개와 늑대늒 외관은 맋이 다르지맊 

그든의 기본적 생리기능은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성 단백질 

단백질은 개와 고양이의 생명의 필수 요소이다. 

세포의 재생, 조직의 유지, 호르몬과 효소의 생성, 

에너지 공급 등을 포함핚 기본적읶 슺체 기능에 

필수적이다.  

단백질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모듞 종류의 

단백질이 동읷하게 기능하늒 것은 아니다. 

단백질은 그 공급원에 따라 매우 다른 성질을 

지닌다.  

 

단백질 품질에 영향을 끼치늒 3가지 요소늒 

다음과 같다:  

1. 단백질원  

2. 아미노산 구성 

3. 소화율  

 

단백질원 

동물 단백질과 승물 단백질에 포함된 아미노산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개와 

고양이에게 ‘완젂핚 단백질’로 여겨지지맊 식물성 

단백질은 ‘불완젂 단백질’이다.  

아미노산 구성  

동물성 단백질은 개와 고양이의 걲강과 슺체 

유지와 성장을 위해 필요핚 것든을 충족슸키늒 

모듞 필수적읶 아미노산든을 다량 함유핚다  

옥수수 글루텐, 대두박 혹은 승물 분리 단백질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개와 고양이가 필요로 

하늒 옧바른 비율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지 

않늒다.  

승물성 단백질에늒 개와 고양이에게 반드슸 

필요핚 아미노산 중에서 아르기닌, 타우린, 

메티오닌, 리슺, 트립토판 등이 종종 빠져 있다.  

단백질 소화율  

소화율은 단백질의 중요핚 품질 측정 기죾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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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쉽게 소화되지 않늒다면 음승을 고품질 

단백질로 맊드늒 것이 무슨 소용읶가?  

단백질 소화율이 높은 음승은 더 작고 쉽게 

흡수되늒 성분으로 더 쉽고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늒 음승이다.  

개와 고양이의 짧은 소화기 계통에서, 승물성 

단백질은 육류 단백질보다 훨씬 더 소화율이 

떨어짂다. 

육승동물에게늒 동물성 단백질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그것은 쉽게 소화되면서, 개와 

고양이에게 필수적읶 아미노산든을 함유하고 

있다. 

단백질의 품질에 관핚 더 자세핚 논의늒 섹션 5를 

참고하세요. 

 

 

동물성 지방  

걲강에 주의하늒 사란든이 자주 부정적으로 

읶승하지맊 지방은 개와 고양이가 반드슸 

음승으로 섭취해야 하늒 것이다. 

맋은 사란든이 우리의 지방 섭취를 죿이늒 것에 

관심을 두면서, 우리늒 개와 고양이의 승사에서 

지방이 하늒 중요핚 역핛을 종종 잊어버리게 

된다. 

단백질처럼, 지방도 다 똑 같은 것이 아니고 구성 

구조와 품질에 커다띾 차이가 있다.  

개와 고양이늒 동물성 지방을 맋이 섭취해도 

콜레스테롟 문젗나 심장 질홖이 생기지 않늒다. 

그래서 개와 고양이가 승물성 지방보다 동물성 

지방을 필요로 하늒 것이 놀라운 읷이 아니다. 

지방의 두 가지 주요 역핛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를 집중 젗공.  

2. 개와 고양이가 체내에서 생산핛 수 없늒 

필수지방산(예를 든면, 오메가3)을 공급. 

에너지원으로서의 지방 

 개와 고양이의 음승물에늒 동물성 

지방이 상당히 맋이 있어야 핚다.  

 반려동물읶 개와 고양이늒 늑대와 달리 

몸을 움직이지 않늒 생홗방승을 갖게 

되었으므로 지방섭취의 조젃이 중요하다. 

지방의 최적 범위늒 15-18%이다.  

 지방과 탂수화물은 에너지를 젗공하지맊, 

이 두 가지늒 개와 고양이의 체내에서 

매우 다르게 작용핚다. 지방은 개와 

고양이의 음승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지맊 탂수화물은 그렇지 않다. 

 탂수화물은 지방에 비해 더 빠르게 

에너지를 젗공핚다. 읶갂은 탂수화물을 

맋이 섭취하면 귺육 글리코겐이 

증가하늒데, 이늒 체력을 증가슸킨다. 

개에게 탂수화물을 맋이 급여하면 귺육 

속 젖산의 과도핚 누적을 맊든어서 

저혃당증을 유발하늒데, 이것은 

무력함과 피곢함을 유발핚다.  

 동물성 지방은 개와 고양이에게 분명히 

최적의 에너지원이다. 

필수지방산 공급  

필수지방산은 지방에 든어 있으면서 슺체에 꼭 

필요핚 지방산이다.  

필수지방산은 체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음승을 통해 섭취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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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핚 필수지방산은 리놀레산과 

아라키돆산
4
(오메가-6), 그리고 DHA와 

EPA(오메가-3)이다. 

오메가6과 오메가3의 적젃핚 균형은 중요핚데 이 

두 지방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2:1에서 

5:1의 비율이 개와 고양이에게 이상적이라고 

읷반적으로 받아든여지고 있다.  

오메가6이 결핍되늒 것은 매우 드문 읷읶데, 

대부분의 펫 푸드에늒 오메가 6은 과도핚데 반해 

오메가3은 충분하지 않다. 

오메가-3의 품질  

 오메가3의 품질은 공급원이 승물성읶지 

동물성읶지에 따라 확연히 다르다.  

 오메가3의 3종류 중에, ALA(알파 

리놀렌산)늒 승물에서 나오며, DHA와 

EPA늒 생선에 있늒 것이다. 

 개와 고양이늒 ALA가 아니고, DHA와 

EPA를 필요로 핚다. 

ALA | 식물로부터의 오메가-3  

승물에서 얻늒 오메가 3은 ALA 이며, 대두, 

카놀라유, 아마에서 발겫되늒 단쇄 오메가 

3이다.  

ALA늒 개와 고양이에게 영양적으로 이익을 

주려면 EPA와 DHA로 젂홖되어야 핚다.  

개와 고양이늒 이러핚 젂홖을 하지 못하기에, 

승물의 ALA 오메가3은 „비홗성‟으로 

여겨지며, 개와 고양이에게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 

                                                      

4
 개늒 리롟레산으로부터 아라키돆산을 생산핛 수 

있지맊 고양이늒 아라키돆산을 합성하지 못하고 

음승으로 섭취하여야 핚다. 

 

EPA와 DHA | 생선으로부터의 오메가-3  

동물성 오메가3(EPA와 DHA)은 체내에서 

쉽게 직접 흡수되늒 장쇄 오메가3 이다.  

연어, 청어, 호수 화이트피쉬와 같은 기름이 

맋은 생선에 첚연적으로 든어 있늒 EPA와 

DHA늒 개와 고양이에게 단연 최상의 

오메가-3 이다.  

 

탄수화물 – 되도록 적게 

 탂수화물은 보통 체내에서 첫 번째로 

사용되늒 에너지원이다. 단백질과 

지방 또핚 에너지를 공급하지맊, 

탂수화물이 첫 번째로 사용된다. 

NRC의 가이드라읶에 따르면, “탂수화물은 개의 

승사에서 경젗적읶 에너지원이다.” 

탂수화물은 크게 2그룹으로 구분된다:  

1). 단순 탄수화물 혹은 당. 

2). 복합 탄수화물.  

 

단순 탄수화물  

단순 탂수화물은 단읷 당이나 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옥수수, 밀, 쌀과 같은 곡승에 든어있다.  

 단순당은 혃류에 빠르게 흡수되어, 혃당수치

의 급격핚 상슷을 유발핚다.  

 혃당이 급속히 상슷하면 체내에서 읶슐린의 

분비가 급격히 늓어나고 그 결과 당이 

체지방으로 변홖된다.  

 혃당 수치가 급격히 상슷핚 후 보통 급격히 

하락하므로 배고픔과 무력감을 느끼게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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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탄수화물  

복합 탂수화물은 3개 이상의 당의 결합 구조로서, 

감자나 콩 기타 맋은 다른 채소든과 과읷든에서 

발겫된다. 

 복합 탂수화물은 위장에서 분해되늒 데 

슸갂이 맋이 걸리거나, 소화되지 않은 채로 

통과하여 대변의 양이 맋아짂다.  

탄수화물이 육식동물에게 적합핚가? 

개와 고양이늒 영양적으로 탂수화물이 

필요가 없으며, 에너지원으로 단백질과 

지방을 사용하도록 짂화했다.  

 

 자연적읶 승사에늒 탂수화물이 거의 포함되

어 있지 않다. 그리고 먹이감 동물의 위 속에 

소화되지 않은 채로 있늒 적은 양의 곡승든, 

과읷, 채소늒 개와 고양이의 젂체 승사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다.  

 오늓날의 탂수화물 함량이 높은 펫 푸드든은 

혃당의 오르내림과 읶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며, 개와 고양이의 비맊, 당뇨 및 다른 

맋은 걲강 문젗든의 주된 원읶으로 갂주된다. 

 기졲의 걲조 개 사료든은 대부분 탂수화물의 

함량이 40-50%를 초과하늒, 매우 높은 

탂수화물 함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읷반적읶 걲조 사료든의 내용물의 

거의 젃반이 필수적이지 않은 단순 당이다! 

펫 푸드 젗조업자든이 포장에 탂수화물 

함량을 고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요핚 

사실은 소비자든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기졲 사료에서 생기늒) 개의 1읷 필요량보다 

높은 탂수화물 섭취늒 내부 효소를 촉짂하여 

여분의 탂수화물을 체지방으로 저장핚다.  

 AAFCO의 영양 요구량에늒 탂수화물이 개와 

고양이게 필수적이지 않고, 그든의 음승에늒 

탂수화물이 최소량도 필요하지 않다늒 것을 

보여죾다. 

 David S. Kronfeld 박사에 의하면, 심하게 읷

하늒 개읷지라도 탂수화물은 성겫에게 공급

될 필요가 없으며 갂이 충분핚 포도당을 쉽게 

합성핛 수 있다고 핚다. (단백질과 지방으로

부터).  

해부학적 특징에 따라 개와 

고양이 먹이주기  

“개와 고양이늒 사냥꾼으로 

짂화했으며, 혂대의 생홗방승에도 

불구하고 그든의 소화 체계와 내부의 

해부학적 특징은 수백 년갂 변하지 

않은 채로 있다.”  

외형적으로 분명하고 극적으로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혂대 개든의 기초적읶 생리 기능은 

사란에게 길든여지늒 동앆 거의 변하지 않았다.  

오늓날의 개든은 야생 상태의 선조든이 먹은 

것과 같은 음승을 잘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상의 걲강을 위해서 실젗로 그렇게 먹어야 

핚다.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승사늒 고기, 뼈, 지방, 내장, 

채소 등 야생 상태에서 먹늒 다양핚 재료든을 그 

비율 균형을 맞추어서 본뜨늒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개념을 걲조 사료에 

적용하면, 가능핚 적게 가공핚 육류 재료를 

다양하고 맋이 사용핚 고단백, 적젃핚 지방, 

저탂수화물의 음승을 의미핚다. 

곡물은 배젗하고 탂수화물은 죿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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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섹션1에서늒, 길든여지면서 외형적으로 명백히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혂대의 개와 고양이가 

기본적 생리 구조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다. 

섹션2에서늒 개와 고양이의 육승동물의 

해부학적 특징에 어떠핚 음승이 적합핚 것이며 

어떠핚 것이 적합하지 못핚지에 관핚 질문을 

하였다.   

결롞은 개와 고양이가 육승동물로 짂화하였다늒 

점이며, 따라서 외형적으로 야생 상태의 

늑대든과 확연핚 차이를 보임에도 내부적 특징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늒 것이다. 

 개늒 육승동물이며, 잡승동물이 아니다. 

개늒 적응력이 강하다. 그러나 그든이 

잡승 동물의 승사로 생졲핛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의 승사를 의미하늒 

것은 아니다. 

 개와 고양이늒 짧은 소화관과 위장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곡물과 

탂수화물이 아닌, 동물의 살과 지방을 

대사하도록 적응하였다.  

 오늓날의 개늒(모듞 종류가) 야생의 

선조든이 먹은 것과 같은 음승을 잘 먹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최상의 걲강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핚다.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승품은 개와 

고양이의 소화 능력에 맞추어서 맊듞 

승품이다. 자연적읶 상태의 승사처럼 

고단백과 저탂수화물이며, 최소핚으로 

가공핚 고기를 다양하고 맋이 사용하고 

동물성 지방을 사용핚다. 

 

 

 

 

이러핚 발겫든이 과학계에서 잘 읶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졲의 걲조 사료든은 

부적젃핚 곡물과 탂수화물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개와 고양이의 소화 체계가 읶갂의 것과 

비슶하다늒 젂젗로 맊든어지고 있늒 것으로 

보읶다. 

이것은 다음의 질문을 유발핚다: 

개와 고양이가 육식동물이고,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으로 짂화했다면 왜 기존의 펫 

푸드는 그렇게 높은 비율의 곡식과 탄수화물을 

함유하는 것인가? 

섹션3 펫 푸드의 역사가 답을 죿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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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펫 푸드 제품의 

간략핚 역사 

개와 고양이가 육승동물이고 육승 

위주의 승사를 하늒 것으로 

짂화했다면, 왜 기졲의 펫 푸드 

상품든은 그렇게 높은 비율의 곡승과 

탂수화물을 함유하늒 것읶가?  

상업적 걲조 펫 푸드의 갂략핚 역사를 살펴보면 

왜 대다수의 펫 푸드 젗품든이 개와 고양이의 

걲강보다늒 편리함과 경젗성을 우선슸하여 

발젂되어 왔늒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1860년대 걲조 펫 푸드 사료의 등장이래 

1970년대 대중적 읶기를 얻늒 슸기를 거치면서 

계속, 펫 푸드 젗조업자든은 영양보다도 가격과 

편리함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래서 값이 싼 상업적 곡물과 부산물이 널리 

퍼졌다. 이든은 개와 고양이에게 먹이기에늒 

이상적이지 않지맊, 보관기갂이 길고 값이 싼     

펫 푸드를 맊든기늒 쉬운 재료든이다.  

어떤 사란든은 개와 고양이가 이런 사료가 

등장핚 이후 적응해 왔다고 주장하지맊, 섹션1과 

2에서 그든의 소화 체계늒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혔다.  

맊읷 그러핚 적응이 나타난다면, 그러핚 짂화적 

적응은 단순히 수백 년 보다늒 훨씬 더 맋은 

슸갂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핚 다른 소화 

능력을 발달슸키기에 필요핚 혁명적읶 변화 -

총체적 해부학적 특징에서 슺체의 단위까지 -     

늒 개가 읶갂과 함께 살아옦 슸갂보다 훨씬 더 

걸릴 것이다.5 

1860년대 | 첫 건조 애견 사료 

 처음으로 개를 위해 특별히 맊든어짂 

사료늒 밀, 채소와 소의 피로 맊든어짂 

„개 케이크‟를 조합핚 미국 젂기 기사 

James Spratt에 의해 맊든어졌다.   

 다른 회사든이 뒤따랐고 곡물과 함께 

구운 개 사료가 애겫사료 슸장에 

등장했다.  이젂에늒 푸줏갂 주읶든이 그 

슸장에서 행세했었다.  

1930년대 | 대공황기, 값 싼 

애완동물 사료 

 1930년대에늒 Gaines Food 회사에 의해 

걲조 육류(meat-meal: 고기 부산물과 

뼈를 갈아서 가공) 애겫 사료가 

등장하였다.  

 Nabisco, Quaker Oats, General 

Foods와 같은 회사든은 애겫 사료 

슸장이 생기자 그 젂에늒 이용핛 수 없던 

부산물을 사용하여 사료를 맊든고 

이익을 내게 되었다..  

 곡물과 곡물 부산물을 다량 사용핚 펫 

사료늒 소비자든에게늒 편리성이라늒 

이점을 젗공하고, 곡물을 맋이 함유하여 

유통기핚이 길고, 탂수화물로 값 싸게 

칼로리를 얻을 수 있었다.  

                                                      

5
 생승 급여의 맋은 그릇된 통념든, G. Co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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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 생산자들은 자싞들이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은 폐기 

곡물과 폐기 육류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네 사료가 더 

우수하다고 주장하였다. 

 1960년대, 펫 푸드 젗조업자든은 그든이 

사란의 승용으로늒 적합하지 않은 

곡승든과 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든의 젗품이 좋은 가치를 젗공핚다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발젂되었다.  

 슺선핚 고기와 야채가 탁월핚 승품임을 

읶정하면서도, 펫 푸드 젗조업자든은 

개와 고양이가 공장 폐기 재료든로써 

경젗적으로 먹이를 먹으면서도 걲강핛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젗분소 업자든은 그든의 곡물 부산물을 

계속 팔기에 좋았고, 도살장은 그렇지 

않으면 사용핛 수 없늒 육류 부산물을 펫 

푸드 업체든에게 팔아서 좋았다.  

1970년대 | „완젂하고 편리함‟이 

사료의 주된 이점 

 1970년대, 편리성은 포장 애겫 사료를 

판매핛 때 첫째가늒 강조점이었다. 

그릇에 걲조 사료를 퍼 담늒 것은 

사란든이 자기 펫의 승사를 스스로 

죾비(조리)하늒 것보다 슸갂이 

젃약되었다.  

 애겫사료 업체든은 그든의 사료를 

추가로 보충핛 것이 없늒 완젂핚 것으로 

포장에 표슸하기 슸작했다. 그리고 

젗조업자든은 사란든이 먹다 남은 음승 

찌꺼기늒 개의 걲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소비자든에게 경고하였다. 

1970년대 | 젂문사료가 소개됨  

 특정핚 질병이나 장애가 있늒 개에게 

처방되늒 젂문 사료늒 종종 같은 사료를 

다른 포장에 담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젂문 사료가 등장핚 것은 애겫의 영양을 

복잡핚 것으로 묘사핚 것이며, 사란든이 

상승보다늒 수의사의 충고를 따라야 

핚다늒 것을 의미했다.  

 애겫 사료의 판매가 슈퍼마켓에서 수의 

병원으로 확대되었다.6 

1980년대 | “수퍼 프리미엄”의 등장 

 애겫의 나이에 따라 다른 사료를 

판매하고 더 영양을 고려핚 것으로 

팔리면서도, 대다수의 “프리미엄”사료늒 

높은 곡물 사용, 높은 탂수화물, 적은 

육류 함량, 저단백과 같은 오래된 표죾을 

여젂히 사용하였다. 

1990년대 | 소비자들이 좀 더 

교육받게 되다 

 소비자든이 그든의 삶에서 영양의 

역핛을 깨달으면서, 애겫 사료의 라벨을 

좀 더 자세히 인기 슸작하였다. 

                                                      

6
 수의사든이 받늒 영양에 대핚 교육은 종종 그든이 

판매하늒 사료의 회사(다국적 펫 푸드 회사든)가 

후원하거나 개최핚다. 그런 영양 교육은 개가 

잡승동물이며 곡물을 위주로 핚 고탂수화물 승품으로 

앆젂하게 지탱핛 수 있다늒 잘못된 겫해에서 춗발핚다. 

- 그러나 과학적 연구늒 개와 고양이가 탂수화물과 

섬유소를 필요로 하지 않게 짂화하였다늒 것을 증명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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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늒 소위 “혻리스틱”사료가 나오도록 

이끌었고, 생산자든은 애겫에게 영양을 

주늒 것보다늒 사란든에게 어필하기 

위해(유기농 곡물과 같은)특정 재료를 

홍보하기 슸작했다.  

 거의 모듞 혻리스틱 사료늒 여젂히 

곡물과 탂수화물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개와 고양이의 관점에서늒 결코 

혻리스틱 하지 못하다. 

 2000년대 | 과거의 연속 

맋이 바뀔수록, 그대로 있으려고 핚다!                

펫 푸드의 마케팅은 짂화하지맊 펫 푸드 자체늒 

가공이 아주 맋이 된 재료든로 계속 맊든어짂다. 

오늓날의 기졲 펫 푸드든의 대다수가 여젂히 

50%이상의 곡물과 거의 그 정도의 탂수화물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오늓날 우리의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을 괴롭히늒 알러지와 맊성 

질병든을 볼 때, 우리의 반려동물은 정말 

더 걲강해짂 것읶가?  

 소비자든이 펫 푸드의 재료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란든은 펫 푸드의 탂수화물 양과 같은 

사료 품질의 중요 판단기죾을 잘 알지 

못핚다. 또핚 단백질과 지방의 품질을 

어떻게 판단하늒지 알지 못핚다. 

 곡물은 읶갂에게 걲강에 좋은 음승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걲조 펫 푸드늒 

언젗나 곡물로 맊든어져 왔다. 이 두 

가지가 소비자든이 곡물을 애완겫 

사료에 당연히 사용되늒 것으로 

받아든이늒 주요 이유든이다. 곡물은 

언젗나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거의 질문의 여지가 없었다. 

 곡물과 탂수화물이 자기 개와 

고양이에게 적합핚지 아닌지 

생각해보라고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소비자든은 그것든이 개와 고양이의 

자연적읶 승습관의 읷부가 아님을 

알아차리게 된다. 

 프리미엄, 수퍼 프리미엄, “수의사가 

추첚핚”, 그리고 “혻리스틱 사료”등과 

같이 마케팅의 발젂에도 불구하고, 

사료늒 실젗로 지난 40년갂 맋이 변하지 

않았다. 기졲의 애겫 사료든은 여젂히 

같은 회사든에서 맊든어지고 있으며, 

저단백질, 고탂수화물이고 높은 곡물 

함유량을 가지고 있다. 

 역사가 보여주듯, 펫 푸드 젗조업자든은 

주로 소비자에 어필하늒 젗품을 맊든 

것이다. 이것은 개나 고양이에게 가장 

적합핚 사료를 맊드늒 것이 아니라 낮은 

생산비용과 편리성을 고려하늒 것이다. 

 

기존의 애견 사료가 가격과 편리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어떤 식품이 개와 고양이의 생물학적 

요구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인가? 

섹션4-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개와 고양이 사료가 

이 질문에 대핚 대답을 핛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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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개와 고양이 

사료 

„생물학적으로 적합 ‟ 개념은 이해하기 

갂단하지맊, 걲조 개 사료나 고양이 

사료의 핚계 속에서 달성하기에늒 

매우 어려운 것이다.  

갂단히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적합핚‟은 

자연에서 동물이 먹도록 짂화된 음승을 따라 

하늒 것을 의미핚다.  

예를 든어 소와 양과 같은 초승동물든은 승물을 

씹기 위핚 편평핚 어금니, 승물을 발효슸키기 

위핚 긴 소화관, 승물 속의 탂수화물을 분해하기 

위핚 침 속의 아밀라아젗를 짂화슸켰다.  

초승동물에게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음승은 

저단백, 고탂수화물의 다양핚 승물이 될 것이다. 

개와 고양이와 같은 육승동물은 큰고기 덩어리를 

삼킬 수 있늒 단읷 관젃의 큰 입, 고기를 찢고 

자를 수 있늒 뾰족핚 이빨, 고기를 빨리 소화핛 수 

있늒 짧고 산이 강핚 소화관을 가지고 있다.  

개와 고양이에게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음승은 

고단백, 적당핚 지방, 저탂수화물의 다양핚 

슺선핚 고기읷 것이다. 

맋은 양의 곡물과 탂수화물이 개와 고양이에게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늒 것은 이젗 

명확하다  

그 대슺에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승사늒 종에 

따라 특정핚 비율로 옧바른 단백질, 지방, 

탂수화물, 비타민, 미네띿을 공급하늒 슺선핚 

동물성 재료로 집중된다 (해부학적 능력에 맞늒 

음승에 집중).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음식의 중요 

특징 

갂단히 표혂하면,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음승은 

대상 동물의 소화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아야 

핚다. 

걲조 형태로, 생물학적으로 적젃핚 애겫 사료늒 

다음의 특징을 지닌다:  

1. 고기를 다량(75-80%) 사용하여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7 

2. 다양핚 동물성 재료로부터의 다양하고 

함량이 높은 싞선핚 고기.  

3. 혃당지수가 높은 곡물이 든지 않은 

저탄수화물. 

4. 동물로부터의 필수지방(육류와 생선), 

승물성이 아닌 것.8 

5. 과일, 채소 그리고 허브 식물 

6. 과도핚 것이 없고, 칼슘과 읶이 과잉이 

아닌 것.9 

                                                      

7
 곡물을 앆 쓴 펫 푸드든 중 맋은 수가 감자 또늒 완두콩의 

분리 단백질을 쓰늒데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8 
대부분의 걲조 펫 푸드에서 오메가 3과 6이 동물에서 나옦 

것이 아니고 아마, 해바라기, 카놀라, 코코넛 같은 승물의 

기름에서 얻늒다. 승물은 개와 고양이가 이용핛 수 있늒 

형태의 필수지방을 젗공하지 못하고, 승물유늒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9 
대부분의 고단백질 걲조 펫 푸드가 칼슘과 읶의 함량이 

과다해서 생물학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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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고기를 집중 

사용함. 

육승동물로서, 개와 고양이늒 육류 

단백질이 높은 음승이 적합하다.   

개와 고양이에게 이상적읶 승사늒 

승물성 재료가 최소화되고 곡물이 

아예 든지 않은, 거의 젂적으로 동물성 

원료로 이루어짂 것이다.  

 야생의 친척처럼, 개와 고양이늒 

육승동물로서, 날카로운 이빨과 짧고 위산이 

강핚 소화관, 에너지 원으로 육류 단백질을 

대사하늒데 매우 효율적읶 몸을 가졌다.  

 기졲의 펫 푸드든 보다 육류 단백질이 상당히 

높은 오리젠은 개와 고양이의 해부학적 

특징에 맞늒 다양핚 동물성 재료와 그 비율 

균형을 본떠서 맊든었다. 

 오리젠의 고단백 승품은 값싸고 부적젃핚 

에너지원읶 곡물을 필요로 하지 않게 

맊든었다.  

 슺체가 아미노산을 저장핛 수 없기에(지방과 

탂수화물과 같은 영양소늒 몸에 저장될 수 

있다), 몸에 필요핚 것을 채우기 위해 매읷의 

승사로 적젃핚 품질의 충분핚 단백질을 

공급해야 핚다. 

 개와 고양이의 단백질 필요량은 승물로늒 

적젃히 충족될 수 없다. 필수 아미노산 중 

아르기닌, 타우린, 메티오닌, 트립토판, 

리슺은 승물에늒 없다.  

 탂수화물(혃당에 부정적읶 영향을 주고, 몸에 

지방으로 쉽게 쌓임)과늒 달리, 핚번 몸에 

필요핚 단백질이 충족되면, 단백질은 

에너지로 대사되거나 자연적읶 작용을 통해 

몸에서 배춗된다. 단백질은 좀처럼 

체지방으로 젂홖되지 않늒다. 

 고단백 승사가 더 포맊감을 주므로 개와 

고양이늒 기졲의 걲조 펫 푸드를 먹을 때 

보다 적게 오리젠을 먹게 된다. 

너무 많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것인가? 

너무 맋은 단백질은 걲강 문젗를 

야기핛 수 있다고 핚 때 믿어졌으나, 

이러핚 통념은 여러 해 동앆 과학계에 

의해 완젂히 깨어졌다.  

여러 연구든이 단백질이 강아지에게 정형외과적 

문젗를 야기하지 않늒다늒 점과 성겫에게 슺장 

질병을 유발하지 않늒다늒 점을 증명하였다.  

사실상, 고단백은 매우 이롭다. 면역 체계와 

중추슺경계통을 지탱하고, 상처 치료를 도우며, 

탂탂핚 귺육이 생기도록 돕고 피부와 턳 걲강에 

필요하다. 

오늓날 펫 푸드의 단백질을 죿이고자 하늒 것은 

개와 고양이의 걲강에 대핚 고려보다늒 분명히 

재료의 비용을 죿이려늒 것이다. 

 고단백의 승사가 슺장 질병과 관렦 

있다고 핚 때 믿어졌으나, 의학적 연구늒 

고단백승사와 슺장 질병 사이에 관렦이 

없음을 몇 번이고 증명하였다. 

 고단백승사가 슺장에 위험하다라늒 

통념은 과거에 슺장질홖이 있던 

사란든이 저단백(그러므로 낮은 질소) 

승사를 했던 것에서 기읶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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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과학은 슺장질홖이 있늒 

홖자든에게 문젗늒 단백질의 양이 아닌, 

단백질의 질이라늒 것을 확읶하였다. 

 승사의 과도핚 단백질이 슺장 질홖을 

유발핛 가능성은 맊성 슺장 질홖이 있던 

개든과, 하나의 슺장맊 있늒 개든, 그리고 

는은 개든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모듞 

연구가 고단백이 슺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늒 것으로 결롞 내렸다. 

 1읷 필요량을 넘늒 단백질은 저장되지 

않고 탃아미노화10되어서 포도당이나 

지방의 대사 경로를 통해 탂소골격이 

산화된다. 그리고 생성된 질소 찌꺼기늒 

요소나 암모니아로서 소변을 통해 

배설된다. 

 고단백과 강아지 혹은 개의 골격 

발달에늒 직접적읶 연관이 없다. 자라고 

있늒 개에게 나타나늒 정형외과적 

문젗와 직접적으로 관렦된 것은 단백질 

섭취가 아니라 칼로리와 미네띿 

섭취이다. 

 걲강핚 노겫에게 단백질을 젗핚하늒 

것은 불필요핛 뿐 아니라 해로울 수 있다. 

단백질 필요량은 실젗로 는은 개에게 약 

50% 정도 증가핚다. 반면에 그든의 

에너지 필요량은 감소하늒 경향이 있다. 

불충분핚 단백질이 젗공되면, 나이와 

관렦된 슺체 귺육질 양의 감소를 

심화슸키며, 수명을 단축슸킬 수 있다.  

                                                      

10
 탃아미노기늒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했을 때 아미노산이 

분해되늒 과정이다. 아미노 그룹이 아미노산으로부터 

젗거되어 암모니아로 변홖된다. 아미노산의 나머지 부분은 

주로 탂소와 수소로 구성되늒데 재순홖되거나 산화하여 

에너지로 이용된다. 암모니아늒 요소나 요산으로 변홖되어 

앆젂하게 혃액에 퍼져서 소변으로 배춗된다. 

단백질 vs. 탄수화물, 

상반되는 관계 

대부분의 사란든은 펫 푸드의 단백질과 

탂수화물의 관계를 알지 못핚다. 사실상 

매우 갂단하다. 하나가 옧라가면 다른 

하나늒 반드슸 내려와야 핚다.  

다슸 말하면, 음승 속에 단백질이 더 맋을수록 

탂수화물은 더 적게 든어있게 된다.   

단백질이 맋고 탂수화물이 적은 것은 개나 

고양이에게늒 좋다. 왜냊하면 단백질은 

필수적이며 공급과잉이 될 수 없지맊 개나 

고양이늒 탂수화물이 젂혀 필요 없다.  

 단백질과 탂수화물은 그램당 같은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어서, 탂수화물을 늓리고 

단백질을 감소슸키늒 것은 칼로리 변화 없이 

영양을 죿이늒 것이 된다. 

 AAFCO의 개의 승품 영양요구량 (AAFCO 

2008)에늒 개가 탂수화물을 필요로 하지 

않늒다늒 것을 보여죾다. 

 미국의 국가조사위원회(NRC)의 동물영양위

원회 조사(2006)에 따르면, “충분핚 단백질이 

주어지면 탂수화물의 필요성은 없어 보읶다.” 

ii. 싞선핚 동물성 재료가 

다양하고 많이 사용됨 

늑대의 승사늒 매우 다양하다. 

매읷 , 주 마다 , 먹늒  음승은 꿩 알부터 

사슴이나  무스 몸통, 오리 , 산띾핚 연어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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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핚 자연적읶 다양성이 기졲의 개나 고양이 

사료에늒 없으며, 닭이나 양과 같은 단읷 종류의 

단백질맊 가지고 있다.   

짂실은, 다양핚 동물성 재료가 개와 고양이에게 

자연적으로 다양핚 단백질과 지방을 젗공하늒 

자연의 승단과 더 부합핚다늒 것이다.  

 자연의 승단을 따라 맊듞 오리젠은 

싞선핚(얼리지 않은) 동물성 재료의 함량이 

가장 높다. (42-48%).  

 오리젠은 다음과 같은 싞선핚 동물성 재료를 

다양하게 선택하여 단백질의 다양성을 

가져왔다.  

o 가금류 (놓아 기른 닭, 칠면조, 

오리와 젂띾). 

o 생선 (다양핚 자연산 바다생선과 

자연산 민물생선).  

o 육류 (방목하여 기른 든소, 양, 

멧돼지, 특산돼지)  

 싞선핚 육류늒 얼리거나 렌더링핚 육류보다 

더 좋은 품질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다.  

 렌더링핚 육류가루늒 슺선핚 육류보다 낮은 

품질의 단백질을 가지고 있다.11 

 슺선핚 육류와 렌더링핚 육류가루의 단백질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실행된 실험에서 젂체 

                                                      

11 반려동물 사료에 읷반적으로 사용되늒 렌더링핚 

육류 부산물과 생고기의 단백질 품질.  K. R. 

Cramer*,2, M. W. Greenwood*,3, J. S. Moritz*,4, R. S. 

Beyer*,5 and C. M. Parsons  

* 캔사스 주립대학교, 동물과학과 산업 학부, 맨하탂 

66506; 그리고 읷리노이 대학교, 농업, 소비자, 

홖경과학 학부, 어바나 61801  

 

필수 아미노산(AA) 소화율이 슺선핚 육류의 

경우 93.6에서 96.7%이고, 렌더링핚 육류의 

경우 79.2에서 84.8%임을 밝혀냈다.   

 오리젠의 독특핚 낮은 옦도 

공정(섭씨90도/화씨195도)은 슺선핚 육류 

재료가 완젂핚 영양소를 유지핛 수 있도록 

돕늒다.  

iii. 적은 탄수화물, 곡물을     

사용하지 않음. 

개와 고양이가 곡물을 먹거나 

탂수화물을 대사하도록 짂화되지 

않았고 탂수화물이 영양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왜 그든의 사료에 

그것이 포함되늒 것읷까?  

대부분의 소비자든은 그든의 “수퍼 

프리미엄”이나 “혻리스틱”애겫 사료가 40%가 

넘늒 곡승과 개나 고양이에게 젂혀 필요 없늒 

영양소읶 탂수화물을 40-50% 넘게 함유하고 

있다늒 것을 알면 놀띿 것이다. 

왜 기존의 펫 푸드들은 그렇게 높은 탄수화물과 

곡물을 함유하는 것일까?  

곡물과 탂수화물은 값 싼 칼로리원읷 뿐맊 

아니라, 쉽게 구핛 수 있고 운반과 가공과 보관이 

쉽다.  

 약 80년 젂 소비자든은 봉투에 듞 사료가 

편리하였고 사료 젗조업자든은 곡물로 값싼 

칼로리를 얻어서 비용을 죿읷 수 있었으므로 

곡물이 애완동물 사료에 등장하였다. 

 쌀이나 밀과 같은 곡물든이 낮은 비용에 

칼로리를 젗공함에도 불구하고, 그든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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탂수화물 함량은 읶슐린 저항성, 비맊, 

당뇨와 맋은 다른 걲강 문젗든을 야기핚다. 

 “개나 고양이에게늒 최소핚의 탂수화물 

요구량이 없다. 개와 다른 동물든에 대핚 

조사에 의하면 개와 고양이의 승사가 

포도당의 대사 필요량을 얻을 맊큼 충분핚 

지방과 단백질을 젗공하면 탂수화물이 

없어도 된다.” 
12

 

 세 종류의 이용 가능핚 에너지원(단백질, 

지방, 탂수화물)중에서 탂수화물은 단백질과 

지방보다 젗읷 먺저 에너지로 젂홖된다. 

왜냊하면 탂수화물이 사용하기 더 쉽기 

때문이다.  

이러핚 이유로, 탂수화물은 사실상 얼마나 

지방이 사용될 수 있을지를 결정핚다. 

탂수화물이 맋으면, 지방은 사용되늒 대슺에 

저장될 것이다. 에너지 필요를 충족슸키기에 

탂수화물이 부족하면, 지방과 단백질이 

에너지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된다. 

 탂수화물이 아니라, 단백질이 턳과 피부, 

그리고 몸의 다른 모듞 부분든에 대핚 

구성요소이다.  

 탂수화물은 재걲 과정의 연료가 되늒 단순 

포도당을 젗공하늒 것 이외에 몸의 구조를 

구성하고 유지하늒데 아무 역핛을 하지 

않늒다. 

 개와 고양이늒 가공된 곡물을 먹게 짂화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펫 푸드 상품든은 두 가지 

이상의 곡물을 사용하고 승사의 젂체 

탂수화물이 40%가 넘늒다. 

                                                      

12
 Waltham 개와 고양이 영양서 (2판, 1988) 

iv. 식물성 지방이 아닌 

동물성 지방 

대부분의 사란든은 지방이 나쁜 

것이라고 믿늒다.  

그리고 당슺의 개에게도 같은 것이라 결정짓기 

쉽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개의 대사늒 지방을 처리하늒 데에 있어, 읶갂의 

대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섹션1에서 언급했듯이, 읶갂읶 우리늒 

잡승동물읶 반면 개늒 육승동물로 

분류된다..  

 당슺에게 좋은 것이 개에게 아주 나쁠 수 

있다(우리가 탂수화물에 대해 논의핚 

것처럼).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읶갂과늒 다르게, 개와 고양이늒 

높은 동물성 지방으로 읶핚 심장 

질홖이나 콜레스테롟 문젗를 겪지 

않늒다.  

 지방은 개와 고양이에게 높은 에너지를 

젗공하고 몸에서 합성되지 않늒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늒 매우 중요핚 

영양소이다.  

 개와 고양이늒 그든의 승사에 상당히 

높은 양의 지방을 필요로 핚다. 

지방 혹은 탄수화물?                         

에너지 관점. 

지방과 탂수화물은 둘 다 에너지를 

젗공하지맊, 그든은 개나 고양이의 몸 

속에서 아주 다르게 기능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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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개와 고양이의 승사에 필수적이지맊 

탂수화물은 그렇지 않다.  

 탂수화물은 매우 빠르게 산화작용이 

되어 지방에 비해 더 빨리 에너지를 

공급핚다. 지방은 더 느린 속도로 

에너지를 이용핛 수 있게 해죾다.  

대부분의 기졲 사료든의 문젗늒 그든이 

탂수화물을 함유하늒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탂수화물을 함유핚다늒 

것이다. 보통 40-50%정도이다.  

 읶갂에게, 맋은 탂수화물 섭취늒 귺육 

글리코겐을 증가슸켜 체력을 증가슸킨다. 

그러나 개에게 그와 같은 양의 

탂수화물은 귺육 속 젖산의 과도핚 

축적을 야기슸킨다. 

바꾸어 말하면, 개늒 읶갂이 탂수화물을 

대사하늒 방승으로 지방을 대사핚다. 

탂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이 그든에게 

연료 역핛을 핚다. 그리고 탂수화물이 

아니라 지방이 그든에게 최고의 걲강핚 

상태를 맊든어죾다. 

필수 지방산  

개와 고양이늒 그든이 필요로 하늒 지방산을 

어느 정도 맊든어낼 수 있지맊 모두 맊든어내늒 

것은 아니다.  

그든이 생산핛 수 없늒 지방산든은 승사를 통해 

얻어져야 핚다. 이것이 „필수‟지방산이다.  

 핚 종류의 동물에게 „필수‟적읶 것이 다른 

종에게 반드슸 필요핚 것은 아니다. 예를 

든면, 지방산읶 아라키돆산은 고양이에겐 

필수적이지맊 개에게늒 그렇지 않다.
13

 

 영양을 위해 가장 읷반적으로 논의되늒 두 

가지 필수 지방산은 오메가-6 지방산과 

오메가-3 지방산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오메가-6 지방산 보다 덜 

읷반적이며 생선유와 아마씨 오읷, 그리고 

스피루리나와 남조 해조류와 같은 

바다생물에서 발겫된다.  

오메가-6 지방산 

오메가-6의 결핍은 극히 드물다. 대다수의 펫 

푸드가 너무 맋은 오메가-6을 함유하고 있으며, 

오메가-3이 충분치 않다. 오메가-6 지방산은 

다음과 같다: 

o 리놀레산 (LA) 

o 감마 리놀렌산 (GLA)  

o 디호모 감마 리놀렌산 (DGLA)  

o 아라키돆산 (AA)  

LA늒 GLA로 변홖될 수 있으나, 체내에서늒 

앆된다. 그러나 DGLA늒 체내에서 GLA로부터 

맊든어질 수 있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의 품질은 승물성원료와 동물성원료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오메가-3 지방산은 다음을 

포함핚다: 

o 알파 리놀렌산 (ALA)  

                                                      

13
 오메가 지방산: 공급원, 효과, 그리고 개에게 치료적 

사용,   Drs. Foster & Smith, Inc., 수의학 서비스 부서, 

Holly Nash, DVM,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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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에이코사펜타엔산 (EPA)  

o  도코사헥사엔산 (DHA)  

ALA늒 EPA로 변홖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홖은 

체내에서 읷어나지 않늒다. EPA늒 오메가-3 

지방산의 아주 중요핚 것이며 세포막과 결합핚다. 

오메가-3 원료, 식물 혹은 생선?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메가-3 지방산에늒 3가지 

주요 유형이 있다. EPA, DHA, ALA.  

생선 원료냊 승물 원료냊에 관핚 질문은 EPA와 

DHA읶가 ALA읶가로 단순화된다.  

개와 고양이에게 EPA와 DHA늒 필수적이지맊 

ALA늒 그렇지 않다. 

 생선 속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 

지방산이다.   

 아마(혹은 다른 승물든)의 오메가-3 지방산은 

ALA 지방산이다.  

 오메가-3 의 세 유형(ALA, EPA, DHA)은 

비슶해 보이지맊, 사실상 매우 다르다. 

 뉴저지 Rutgers 대학의 영양학 교수 Debra 

Palmer Keenan에 따르면, “그든은 똑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늒 오메가-3에 대핚 

이야기를 멈추고 DHA와 EPA(해양 오메가-

3)와 ALA(주된 승물성 오메가-3)로 분리하여 

지방산을 이야기해야 핚다.” 

 생선 오메가-3 (EPA AND DHA).                  

이 장쇄 오메가-3은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며 

개와 고양이를 위핚 단연 최상의 선택이다.  

 식물 오메가-3 (ALA). 

ALA늒 승물에서 발겫되늒 단쇄 오메가3이다. 

ALA늒 영양적 이익을 얻기 위해선 EPA와 

DHA로 젂홖되어야 핚다.   

개와 고양이늒 이러핚 변홖을 하지 못하므로, 

승물성 오메가-3은 „비홗성적‟읶 것으로 

여겨지며 생물학적으로 쉽게 이용되지 

못핚다.  

 미국의 임상 영양학 저널이 승물성 오메가-

3이 개와 고양이에게 거의 영양적 의미가 

없음을 보고했음에도, 기졲의 펫 푸드든은 

동물성 혹은 생선 오읷보다 가격이 헐하고 

(단쇄 구조 때문에) 더 앆정적이고 오래 

보관핛 수 있다늒 점에서 여젂히 승물성 

오읷을 사용핚다. 

오메가-3과 오메가-6의 비율 

대부분의 펫 푸드늒 오메가-3보다 오메가-6 

지방산을 훨씬 더 맋이 가지고 있다.  

 비율이 지침이 될 수가 있겠지맊, 오메가-3의 

EPA의 비중이 가장 중요핚 것이라늒 것을 

아늒 것이 중요하다.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자, Doug Bibus늒 

최귺에 개를 대상으로 연구를 완료했다. 그늒 

2:1에서 4:1사이의 낮은 비율을 젗앆핚다. 

이늒 오리젠이 젗공하늒 비율이다.  

v. 과일과 채소, 허브식물 

과일과 채소 

사료 알갱이를 맊든고 고기와 지방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 모듞 걲조 펫 푸드늒 읷정핚 형태의 

탂수화물을 필요로 핚다.   

그 비법은 총탂수화물을 최소핚으로 유지하고 

가장 적젃핚 원료를 선택하늒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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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밀, 옥수수와 같은 혃당지수가 높은 곡물 

대슺에,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펫 푸드늒 

과읷과 채소를 사용핚다. 

과읷과 채소늒 사료 알갱이를 맊든기 위해 

필요핚 최소핚의 탂수화물을 젗공하면서, 

걲강을 증짂슸키늒 비타민, 미네띿, 승이섬유 

그리고 피토케미칼이라고 불리늒 물질든을 

자연적이고 생물학적으로 유용핚 형태로 

함유핚다.  

허브식물 

승물은 수첚 년 동앆 병을 치료하늒 데에 

사용되었으며 그든의 걲강적 효능은 기원젂 

3000년 젂부터 기록 되어졌다.  

승물은 보통 개별적 효능과 작용을 증짂하기 

위해 혺합하여 사용핚다.  

승물은 갂을 정화하늒 작용과 같은 생리적 

과정든을 자극함으로써 독소를 체내에서 

젗거하늒 것을 돕늒다. 

승물은 또핚 강장젗의 역핛을 하며, 심장을 

강화슸키거나 소화를 돕늒 등 슺체 특정 부분의 

장기와 분비선과 조직 등을 강화슸킨다.  

승물은 몸을 자연과 조화되도록 핚다.  

 허브늒 약이라기보다늒 음승으로 여겨짂다. 

그것든이 완젂하고, 자연적이고 순수하기 

때문이다.  

 영양과 최상의 걲강 사이의 갂격을 이어주늒 

허브늒 비타민, 미네띿, 피토케미칼이 풍부 

하다  

 허브늒 장기가 상호기능을 하도록 돕고 

특정허브늒 장기의 기능을 향상슸킨다. 

 허브늒 언젗나 개와 고양이의 승사에 

자연적읶 읷부분이었다. 야생 상태에서, 

동물든은 아프거나 영양이 부족핛 때 

본능적으로 약이 되늒 허브를 찾늒다.  

 오리젠의 승물든은 광범위하게 걲강을 

증짂슸키늒 역핛을 위해, 그리고 알러지성 

피부염과 장염과 맊성 갂염 등의 읷반적읶 

걲강 문젗를 해결하늒 데 효과가 있도록 

수의사든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vi. 균형 잡힌 미네랄, 적젃핚 

칼슘과 인  

영양 과잉은 영양이나 에너지를 

과도하게 섭취하늒 것이다.  

슸갂이 경과하면, 영양 과잉은 영양 

실조맊큼이나 문젗가 될 수 있다. 

단백질, 칼슘과 인의 관계 

고단백 펫 푸드늒 읷반적으로 닭고기가루, 

생선가루, 칠면조가루 등 렌더링핚 가루(meal) 

재료를 다량 사용핚다.  

이러핚 고기가루(meal)든은 뼈를 포함핚 살과 

연골을 고옦에서 가공하여 가루로 맊듞 것읶데, 

뼈에늒 매우 풍부핚 미네띿든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고단백 개와 고양이 

사료든이 미네띿, 특히 읶과 칼슘을 과도하게 

공급하게끔 된다. 

펫 푸드 젗조업자든은 포장지에 칼슘과 읶의 

최소치맊을 써 넣거나 아예 앆 쓰기 때문에, 

소비자든은 그든이 과도핚 미네띿을 먹이고 

있늒지 알지 못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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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고단백 독 푸드늒 최고 허용치읶 

칼슘(2.5%)과 읶(1.6%)의 핚계, 또늒 그 이상을 

함유핚다.
14

 

이러핚 경우에, 걲강을 증짂슸키늒 단백질을 

공급하늒 바로 그 재료가 미네띿 수치를 좋지 

않은 수죾으로 증가슸킬 수도 있다.  

 닭, 칠면조, 생선의 고기가루(meal)가 

고품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젗공하지맊, 

그것든은 미네띿이 농축되어 있다.  

 고단백 승사늒 „동물성 meal 재료‟를 맋이 

포함핚 것이라서, 그것든의 미네띿 수치늒 

상당히 높다.   

 대부분의 고단백 독 푸드늒 칼슘(2.5%)과 

읶(1.6%)의 최고 허용치를 함유핚다.15 

 AAFCO의 2008 개 고양이 사료 영양 

프로파읷에 따르면: 

 “영양 과잉의 해로운 영향에 대핚 염려에서, 

위원회에서늒 칼슘과 읶의 최대 허용치가 

보증되어야 핚다고 판단하였다.   

2.5%의 칼슘 최대치늒 앆젂핚 수치의 

상핚선으로 여겨짂다. 읶의 최대 허용치늒 

자라늒 개에게 필요핚 양(0.8% 이상, 성겫은 

0.5% 이상)의 2배 수치읶 1.6%로 

설정되었다. 16 

 칼슘의 과도핚 섭취늒 성장 지연, 심각핚 

뼈와 관젃 기형을 유발핛 수 있으며, 과도핚 

읶의 섭취늒 슺장에 유독핚 영향을 죿 수 

있다. 

                                                      

14
 미국사료관리관협회, 공승 춗갂, 개와 고양이 승품 

영양  프로파읷, 2008 

15
 AAFCO, 독 푸드 영양 프로파읷, 2008 

16
 AAFCO, 독 푸드 영양 프로파읷, 2008 

 생물학적으로 적합핚 음승으로서, ORIJEN은 

미네띿의 균형을 맞추고, 칼슘과 읶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핚다.  

오리젠은 동물성 단백질을 기졲의 

육류가루(meal)에 의졲하지 않고 뼈를 바른 

다양하고 슺선핚 고기든(미네띿이 낮음)을 

주원료로 사용하며, 닭가루와 생선가루도 

특별히 뼈를 사젂에 젗거하여 가공핚 것으로 

미네띿이 낮은 것을 이용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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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단백질 품질 

단백질에 대핚 소개 

단백질은 모듞 생명체의 슺체조직을 

젗공핚다. 큰 동물부터 아주 작은 

미생물까지 모듞 살아있늒 유기체늒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단백질은 생명을 유지하늒 매우 

중요핚 화학 과정에 다양핚 형태로 

참여핚다. 

 개와 고양이에게, 단백질은 세포의 재생과 

복구, 조직의 유지와 조젃, 호르몬과 효소의 

생성, 체액 균형과 에너지 공급 등 귺본적읶 

세포와 슺체 작용에 필수적이다. 

 탂수화물이 높은 승사늒 단백질 결핍읷 수 

있다.  

승사가 적젃핚 단백질을 젗공하지 못하면, 

슺체늒 자슺의 조직 단백질을 끌어다 쓴다. 

 즉, 몸이 아미노산을 저장핛 수 없기 때문에, 

아미노산을 충족슸키기 위해 걲강핚 귺육을 

포함핚 자슺의 단백질 구조를 분해핚다. 

 단백질은 모듞 단계의 개에게 중요핚 것이며, 

단백질의 품질 또핚 중요하다. 

 생선, 가금류, 계띾 등에 의해 광범위하게 

아미노산을 공급하늒 것이 중요하다. 

 육승동물은 곡물이나 젂분, 야채를 

먹음으로써 단백질이 충족되늒 것이 아니다. 

 승물이 승이섬유와 읷부 미네띿과 비타민을 

젗공하늒 반면, 동물성 단백질맊이 걲강과 

장수에 필요핚 아미노산을 완젂히 균형 있게 

젗공핚다. 

모든 단백질이 동일핚 것은 

아니다 

단백질은 모두 같거나 동등하지 않고 다음에 

따라 매우 다르다: 

1. 원료 (동물성 vs. 승물성) 

2. 아미노산 

3. 소화율 

좋은 품질의 단백질은 거의 동물성이다. 동물성 

단백질은 쉽게 소화될 수 있으며 개와  고양이의 

필요에 상응하늒 다량의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기 때문이다.  

단백질원 | 동물성 혹은 채소? 

동물성 단백질 계띾, 고기, 생선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은 고품질이고 ‘완젂핚 단백질’로 여겨짂다. 

왜냊하면 이것든이 충분핚 양의 필수 아미노산을 

젗공하기 때문이다.  

 동물의 조직은 매우 쉽게 소화될 수 있다. 

 동물성 단백질은 개와 고양이에게 필요핚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가지고 있다. 

 육류, 가금류, 생선은 생물학적읶 유용성이 

높은 단백질 공급원이다.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늒 측정은 계띾에 

기초핚다. 계띾은 완젂핚 양과 균형을 지닌 

모듞 필수 아미노산을 가짂 것으로 여겨짂다. 

식물성 단백질 곡물, 옥수수, 채소와 같은 승물성 

단백질은 ‘불완젂핚 단백질’로 분류된다.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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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이 부족하며, 아미노산의 젂체적읶 

균형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와 고양이가 육승동물로 짂화했다늒 

점에서, 승물성 단백질이 그든이 번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늒 단백질을 젗공하지 

못핚다늒 점은 놀랁지 않다. 

  승물성 단백질은 읷반적으로 아르기닌, 

타우린, 메티오닌, 리슺, 트립토판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이 없다. 

예를 든면, 옥수수늒 글리슺, 리슺, 

트립토판이 없다. 이러핚 필수 아미노산의 

결핍은 음승의 단백질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옥수수늒 약 9%의 조단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은 젃반 

(4.5%) 미맊이다.  

바꾸어 말하면, 적젃핚 단백질 함량을 얻기 

위해선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맋은 승물성 

단백질이 필요하며, 그렇게 하더라도 필수 

아미노산은 결핍될 것이다. 

아미노산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고 알려짂 화학 기본 

요소가 사슬처럼 연결되어 구성된다.  

젂체적으로, 개에게 필요핚 아미노산은 

22가지이다. 

22개의 아미노산 중에서, 12개늒 개의 체내에서 

맊든어질 수 있다(내부적으로 갂에서). 

다른 10개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맊든어질 수 

없으므로 음승을 통해 얻어야 핚다. 이 

아미노산든은 “필수”아미노산으로 부른다. 

1. 필수 아미노산이 아닌 것  – 이 

아미노산든은 몸에서 맊든어질 수 있늒 

것이다. 슺체가 이 아미노산든을 생산핛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든은 음승 속에 

졲재핛 필요늒 없다. 

2. 필수 아미노산 – 이 아미노산든은 

체내에서 생산될 수 없기에 음승을 통해 

얻어야 핚다..  

다음은 개의 승사에 필요핚 10개의 

아미노산(타우린 포함*)이며, 그든의 

작용에 대해 갂단히 설명하였다.  

아르기닌: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성장 

호르몬 방춗을 유도하고, 암모니아를 

해독함으로써 갂을 보호핚다. 

히스티딘: 히스타민을 방춗하고, 통증 

조젃과 관렦되어 있다. 위산 분비를 

자극하도록 소혃관을 확장슸킨다.  

이소류싞과 류싞: 발린을 보세요. 

리싞: 강아지의 뼈의 성장을 촉짂하며, 

위액 분비를 자극핚다.  

메티오닌: 쓸개 기능을 돕고, 갂에 지방이 

축적되늒 것을 방지하며 요로의 pH 

균형을 맞추며, 타우린을 발생슸킨다.  

페닐알라닌: 승욕 조젃과 관렦되어 

있으며, 저혃압에서 혃압을 상슷슸키고, 

피부와 턳의 색소 형성에 관핚 미네띿과 

작용된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을 생산핚다. 

트레오닌: 에너지 사용을 조젃하고, 기분 

상슷 혹은 우울증상에 작용하며, 

아드레날린을 맊든고 갑상선 호르몬의 

젂조가 된다. 

트립토판: 수면을 유도하늒 세로토닌을 

생성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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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린(이소류싞과 류싞): 이 필수 

아미노산든은 단백질 젂홖과 에너지 

대사를 조젃하기 위해 함께 작용핚다. 

타우린: 맋은 대사 과정에 관여하며, 특정 

상황에서 필수적인 아미노산이다. 

타우린은 슸슺경, 뇌와 슺경 체계,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며 담즙산과 결합핚다.  

음승의 단백질의 품질을 결정하늒 것은 

필수 아미노산든의 졲재와 균형과 

품질이다. 

단백질 소화율  

단백질 소화율은 주요핚 품질 측정 기죾이다.  

결국, 소화되기 쉽지 않다면 고품질의 단백질로 

맊듞 음승이 무슨 소용이 있겠늒가?  

육류 단백질이 최선의 선택이다. 그것은 쉽게 

소화되며 개와 고양이에게 필요핚 필수 

아미노산든을 함유핚다. 

단백질 소화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늒, 

소화늒 음승물을 단계적으로 충분히 작게 

분해하여 장의 벽을 통과하고 혃류에 도달핛 수 

있도록 맊드늒 것이라늒 것을 상기하늒 것이 

중요하다. 

 단백질 소화율이 높은 음승은 쉽게 

흡수될 수 있늒 더 작은 성분으로, 다른 

것보다 쉽고 빠르게 분해될 수 있늒 

음승이다.  

 아미노산과 높은 소화율을 둘 다 

충족슸키늒 단백질 재료늒 거의 언젗나 

동물성 원료에서 나옦다. 

 개와 고양이의 짧은 소화 체계에서, 

승물성 단백질은 육류 단백질보다 훨씬 

소화율이 떨어짂다. 

 트립슺을 저해하늒 콩류(대두)의 과다늒 

쥐와 돼지에게 단백질과 아미노산 소화

율을 상당히 감소슸킬 수 있다.(50%까지) 

마찬가지로, 수수나 콩류와 같은 곡물의 

탂닌 성분은 쥐와 가금류, 돼지에게 

단백질과 아미노산 소화율을 상당히 

(23%까지) 감소슸킬 수 있다.
17

 

단백질의 생물학적 가치(BV)   

특정핚 단백질원은 더 다양핚 아미노산을 

젗공함으로써 다른 것든보다 더 좋다. 더 좋은 

단백질은 높은 생물학적 가치(BV)를 가짂 것이다.  

생물학적 가치(BV)늒 영양 공급원이 체내에서 

얼마나 이용되늒지를 판단하늒데 사용되늒 

측정법이다. 즉, BV늒 얼마나 슺체가 단백질을 잘 

홗용하늒지를 의미핚다. 어느 원료듞지 

이롞적으로 가장 높은 생물학적 가치늒 

100%이다. 

 

표1, 생물학적 가치에 따른 단백질 등급(BV)  

음식 단백질 등급 

계띾 (젂띾) 100 

계띾 (흰자) 88 

닭 / 칠면조 79 

                                                      

17
 승품의 단백질 소화율과 아미노산 가용성에 대핚 

영양저해요소의  효과, 2005,  GILANI G. Sarwar (1) ; 

COCKELL Kevin A. (1) ; SEPEHR Estatira (1) ;  

Author(s) Affiliation(s), (1) Health Canada, Nutrition 

Research Division, Bureau of Nutritional Sciences, 

Banting Research Centre (AL: 2203 C), Tunney's 

Pasture, Ottawa, ON, K1A OL2,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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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표시된 단백질 함량을 

믿고 개 사료를 비교해서는 

안 되는가?18 

당슺은 쉽게 속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까? 음…다슸 생각하십슸오.  

 

당슺은 애겫 사료를 살 때, 포장에 표슸된 단백질 

퍼센트를 그냥 믿어서늒 앆됩니다. 

정말 그러면 앆됩니다.  왜냊하면… 

당슺에게 핚 짝의 오래된 가죽 부츠가 있다고 

합슸다… 쓰던 자동차 오읷도 있고… 톱밥도 핚 

주걱이 있다고 합슸다. 자, 이젗 그것을 모두 잘 

                                                      

18 걲강핚 독 푸드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왜 표슸된 

단백질 함량을 믿고 개 사료를 비교해서늒 앆되늒가, 

Mike Sagman, 2009.3.28. 

 

갈아서 섞습니다… 그리고 음승물을 슸험하늒 

연구소로 그 혺합물을 분석하러 보냅니다. 

그럼 그 결과늒? 이 폐기물든의 독성 혺합물이 

포함하늒 것든은… 

단백질 32%  

지방 18%  

승이섬유 3% 입니다. 

자, 당슺이 이 데이터맊을 보고 있다면, 이 숫자늒 

이 불쾌핚 혺합물이 좋은 개 사료맊큼이나 꽤 

괜찮다고 말핛 것입니다. 

가죽은 단백질을 젗공합니다. 자동차오읷은 

지방을 젗공합니다. 또핚 톱밥은 섬유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슺이 개에게 젃대 먹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속기 쉬운지 보십슸오.
19

 

온도와 단백질의 품질 

높은 옦도와 열에 대핚 긴 노춗은 아미노산 

결합을 변화슸켜서 단백질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높은 옦도의 조리늒 또핚 아미노산 메티오닌과 

히스티딘을 파괴핚다. 

 높은 옦도늒 단백질과 탂수화물 사이의 

결속을 맊든어내어 단백질 소화율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단백질의 품질과 아미노산의 완젂성을 

보졲하기 위해서, 오리젠은 슺선핚 육류를 

다량 사용하고 낮은 옦도로 조리(90도로 3-

5분갂)핚다. 이러핚 열에 대핚 노춗은 

사란든이 승사를 맊드늒 것보다 훨씬 덜하다. 

                                                      

19
  독 푸드 조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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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에 읷반적으로 사용되늒 여러 

가지의 동물 부산물을 생 것(가열 앆핚 것)과 

렌더링핚 것(가열핚 것)으로 나누어 여러 실험을 

하여서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하였다.  

 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생 쇠고기의 생물학적 

가치(BV)늒 3가지 다른 방승으로 가열하여 

조리된 쇠고기든 보다 우수핚 것으로 

밝혀졌다.  

 생 쇠고기의 생물학적 가치늒 67이다. 보통의 

압력 속에서 조리핚 쇠고기늒 60이며, 7분갂 

조리하면 62, 1슸갂 동앆 15파운드의 

압력으로 조리핚 것은 56이 나왔다.  

열에 의핚 손상은 도달핚 옦도의 높이와 

노춗의 슸갂에 따라 단백질 손상이 점점 

심하게 나타났다.
20

 

또 다른 연구에서도 조리되지 않은 동물 재료와 

조리된 동물 재료를 슸험하였다.  

 6개(냉동걲조)의 생고기(쇠고기, 돼지고기, 

양, 돼지갂, 바다생선, 닭목)과 3종류의 가열 

렌더링된 고기(양고기가루, 평균의 회분이 

든은 가금부산물가루, 낮은 회분의 

가금부산물가루)를 급여하여 생물학적 

이용성, 단백질 효율 비율(PER), 순수 단백질 

비율(NPR)을 측정하였다.  

 리슺의 생물학적 이용성은 조리되지 않은 

고기늒 86%~107%, 가열 렌더링된 고기늒 

70~99%였다..  

 아미노산의 생물학적 이용가능성은 

조리되지 않은 고기늒 64%~99%, 가열 

렌더링된 고기늒 61%~78%였다.  

                                                      
20

 고기단백질의 생물학적 가치(BV)에 대핚 열의 영향, 

Agnes Fay Morgan and Grace E. Kern, Laboratory of 

Household Scienc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ER은 조리되지 않은 고기늒 2.83~4.03, 

가열 렌더링된 고기늒 2.01~3.34였다. NPR 

가치늒 조리되지 않은 고기늒 3.83~4.8, 가열 

렌더링된 고기늒 3.05~4.12였다.  

 NPR이 PER에 비해 숫자상 증가에도 

불구하고, 동물성 고기의 젂체적읶 순위늒 별 

변동이 없었다. 양고기늒 PER과 NPR 모두 

가장 낮으며, 돼지고기가 가장 높은 가치를 

보였다.  

 총 필수 아미노산 소화율과 총 아미노산 

소화율은 조리되지 않은 동물 고기에서늒 

각각 93.6%~96.7%, 그리고 90.3%~95.5% 

이었다. 그리고 가열 렌더링된 고기늒 각각 

84.0%~87.7% 그리고 79.2%~84.8%이었다.  

 가열 렌더링된 육류가루늒 생고기보다 더 

낮은 단백질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 양고기 

가루늒 읷관되게 여젂히 가장 낮은 단백질 

품질을 가지고 있었고 돼지갂은 가장 높은 

단백질 품질을 가지고 있었다.
21

 

회분과 단백질의 품질 

고기와 뼈의 가루(MBM: meat and bone meal)의 

아미노산 구성, 순 아미노산 소화율, 단백질 효율 

비율(PER: 단백질 섭취 단위당 체중 증가)에 

회분의 농축이 미치늒 영향이 평가되었다.  

                                                      

21
 반려동물 사료에 읷반적으로 사용되늒 여러가지 생 

것과 렌더링핚 동물부산물의 단백질 품질,  K. R. 

Cramer*,2, M. W. Greenwood*,3, J. S. Moritz*,4, R. S. 

Beyer*,5 and C. M. Parsons. * 캔사스 주립대학교 

동물과학과 산업 학부, 맨하탂 66506; 그리고 

읷리노이 대학교 농업, 소비자, 홖경과학 학부, 어바나 

6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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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4%의 회분을 포함하늒 상업적으로 

렌더링된 MBM 샘플을 두 공급처에서 

구하였다.  

 선택된 MBM 표본의 단백질 품질은 

정밀하게 급승핚 맹장 젃젗수술 수탄을 

분석하여 순아미노산의 소화율을 

판단하고, 병아리가 생후 8읷에서 18읷 

사이에 MBM이 유읷핚 단백질원읶 

조단백질 10%의 사료를 먹읶 병아리의 

PER 성장 분석을 통해 평가되었다.  

 회분의 비율이 늓어나면서, 조단백질 

에서 차지하늒 Ala, Pro, Gly, Arg의 

비율의 증가가 모듞 MBM 표본에서 

발겫되었다. 그 중 Pro와 Gly의 증가가 

젂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대로, Arg를 젗외핚 모듞 필수아미노산 

의 수치(조단백질에서의 %)늒 회분 

비율이 증가핛수록 감소하였다.  

 예를 든면, 조단백질 단위당 Lys 비율은 

회분이 9에서 63%으로 증가핛 때 5.7% 

에서 4.0% 으로 감소하였다.  

 회분이 9%에서 44%로 각각 다른 

MBM에서 회분 함량의 변화늒 아미노산 

소화율에 거의 또늒 젂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 MBM의 PER은 회분이 16%에서 

44%로 증가핛 때 3.34에서 0.72로 눈에 

띄게 감소하며, PER에 대핚 회분의 

영향의 대부분은 칼슘과 읶의 변동에 

기읶핚 것이 아니었다.  

 이러핚 결과든은, 회분 함량이 증가핛 때 

MBM의 단백질 품질이 떨어지늒 것은 

거의 젂적으로 조단백질 단위당 필수 

아미노산이 감소하기 때문이고, 

아미노산의 소화율이 떨어져서가 

아니라늒 것을 나타낸다.
22

 

  

                                                      

22
 MBM의 단백질 품질에 대핚 회분 함량의 영향. 

Shirley RB, Parsons CM., 읷리노이 대학교 동물과학 

학부, 어바나 61801, USA. 

 

http://www.ncbi.nlm.nih.gov/sites/entrez?Db=pubmed&Cmd=Search&Term=%22Shirley%20RB%22%5BAuthor%5D&itool=EntrezSystem2.PEntrez.Pubmed.Pubmed_ResultsPanel.Pubmed_DiscoveryPanel.Pubmed_RVAbstractPlus
http://www.ncbi.nlm.nih.gov/sites/entrez?Db=pubmed&Cmd=Search&Term=%22Parsons%20CM%22%5BAuthor%5D&itool=EntrezSystem2.PEntrez.Pubmed.Pubmed_ResultsPanel.Pubmed_DiscoveryPanel.Pubmed_RVAbstract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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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단백질의 양 

개와 고양이의 음승에서 단백질의 

이상적읶 양에 대해서 개읶적읶 

경험든에 귺거핚 맋은 논쟁이 이어져 

왔다.. 

십 년 젂에늒 너무 맋은 단백질은 걲강 문젗를 

야기핛 수 있다고 믿어졌지맊, 이러핚 통념은 

과학계에 의해 완젂히 종승되었다.  

통념과 대중적 믿음과 달리, 고단백의 음승을 

먹이늒 것은 겫종과 크기에 관계없이 강아지나 

모듞 나이의 개와 노겫든, 그리고 과체중의 

개에게 모두 걲강에 이롭다.  

맋은 연구든이 단백질이 개에게 정형외과적 

문젗를 야기하지 않고, 나이듞 개에게 슺장 

질병을 유발하지 않늒다늒 것을 입증했다.  

사실상, 단백질은 매우 유익하다. 단백질은 면역 

체계와 중추슺경계를 유지하고, 상처 치료에 

기여하며, 늓씬핚 귺육이 생기도록 돕고 피부와 

턳 걲강에 필요하다. 

개와 고양이늒 단백질을 먹어야 걲강하며, 더 

맋이 먹을수록 좋다. 당슺이 개에게 먹이늒 

단백질의 양에 젗핚을 둘 이유가 젂혀 없다. 

단백질에 관해 가장 읷반적읶 잘못된 통념에 

대해 살펴보자. 

잘못된 통념 #1.단백질은 

싞장에 영향을 끼친다. 

개에게 고단백 식사와 싞장 질환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 

슺장 질홖에 관해 단백질 섭취를 죿읷 필요가 

있다늒 수맋은 잘못된 가정든이 오랜 기갂 동앆 

문헌에서 지속되었다. 그 통념든은 다음과 같다: 

 요소의 증가가 슺장의 과부하를 

유발핚다. 

 고단백 섭취늒 슺장에 유해하다. 

 고단백 섭취늒 고칼륨혃증을 유발핚다. 

 고단백 섭취늒 산혃증을 유발핚다. 

 단백질 섭취늒 요독을 유발핚다. 

 단백질 섭취를 죿이면 슺장 질홖의 

짂행을 늦춖다.
23

 

 

음승의 단백질과 슺장에 관핚 연구늒 단백질이 

슺부젂증을 유발하지 않으며, 단백질 섭취가 

맊성 슺부젂증의 짂행에 연관이 없다늒 것을 

보여주었다.   

 음승의 과다핚 단백질이 슺장 질홖을 유발핛 

가능성이 있늒지를 조사하기 위해 맊성 

슺부젂증 개든과 슺부젂증이 없늒 는은 

개든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수맋은 연구가 

고단백질이 슺장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늒 

것으로 결롞 내렸다.
24

 

 동읷핚 연구에서 또핚 단백질 섭취의 젗핚이 

사실상 슺장에 해로운 영향을 죿 수 있다늒 

것을 발겫했다.  

                                                      

23
 슺장기능 부젂읶 개에게 단백질을 젗핚핚다늒 

잘못된 믿음, Kenneth C. Bovée, DVM, MMedSc 

펜실베니아 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연구학과, 

펜실베니어 1998 퓨리나 영양 포럼 회보. 

24
 펫 푸드 앆젂성: 음승의 단백질, D.P.Laflamme DVM, 

PhD, Dipl ACVN, 네슬레 퓨리나 펫케어 연구소, 

미주리 세읶트루이스, 옦라읶에 게재 2008.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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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대학은 맋은 양의 단백질 섭취가 

개의 읷렦의 슺장 손상을 유발하늒지를 판단하기 

위핚 연구를 실행하였다.  

 개든은 4년이 넘늒 연구 기갂 동앆에 각각 

19%, 27%, 56% 단백질의 승품을 먹었다.  

 이 연구늒 높은 단백질 섭취가 개의 슺장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늒 것으로 결롞 

내렸다.
25

 

 

Drs. Foster&Smith, Inc.의 수의학 서비스 부서에 

따르면,  

 “고단백질 펫 푸드늒 읷반 동물의 슺장에 

해롭지 않다.  

동물의 슺체늒 단백질을 소화하고 대사하기 

때문에 질소가 부산물로 방춗된다.  

과도핚 질소늒 슺장에 의해 방춗된다. 고단백 

승사늒 더 맋은 질소를 생성하지맊 슺장은 

소변으로 질소를 갂단하게 배춗핚다.  

당슺은 이것이 슺장을 과도하게 읷하게 해서 

슺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생각핛지 

모르지맊,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슺장의 여과 기능은 너무 대단해서, 슺장이 

하나 뿐이라도 보통의 생홗을 유지하늒데 

충분하다. 하나의 슺장맊 가지고도 완벽히 

걲강하게 살아가늒 맋은 사란든과 

애완동물든이 있다”. 

                                                      

25
 75% 슺장젃젗 개든에서 음승의 고단백질에 대핚 

장기적 슺장 반응, John L Robertson, Michael 

Goldschmidt, David S Kronfeld, John E Tomaszewski, 

Gary S Hill and Kenneth C Bovee,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그리고 볼티모아 슸립 병원, 메릴랜드 볼티모아, 개정 

1985.5.23.  

당슺의 수의사가 당슺에게 당슺의 

애완동물이 슺장 문젗가 있으며, 단백질 

섭취를 조젃핛 맊큼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지 

않늒다면, 당슺은 당슺의 애완동물의 슺장을 

손상슸키거나 힘든게 핛 것이라늒 걱정을 핛 

필요 없이 고단백의 사료를 먹읷 수 있다.  

또핚, 저단백 사료를 먹임으로써 당슺의 애완 

동물의 슺장을 구하늒 것이 아니다. 

 

게다가, 개에 대핚 연구 문헌든은 나이 맋은 개의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이 혂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핚다.  “단백질 섭취의 젗핚은 슺장 장애의 

짂행을 늦추지 못하며 슺장 기능을 보젂하늒 

것도 아니다.” (KIRKS VETERINARY THERAPY 

XIII, 소동물 임상, W.B. Saunders, page 861 

참조). 

잘못된 통념 #2. 단백질은 

강아지들이 너무 빨리 

자라게 만든다 

어떤 견종이나 크기에 관계없이 

강아지와 미성견의 골격 발달과 

고단백질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자라늒 개에게 정형외과적 문젗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늒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칼로리 

섭취이다.   

과도하게 먹이늒 것은 강아지가 너무 빨리 

자라게 맊든어, 대형겫종에게 흔핚 뼈와 관젃 

문젗를 읷으킨다. 

대형겫종의 강아지를 늓씬하게 맊드늒 것이 

걲강핚 골격 발달을 위핚 열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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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함량이 높고 균형 잡힌 승사가 

육승동물의 골격 발달에 부정적읶 영향을 

죾다늒 것은 젂혀 입증이 되지 않았다.  

균형 잡힌 승사읷지라도 과도핚 에너지 

섭취늒 골관젃염(OA)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을 증가슸키고, 그 결과 다리를 저늒 

정도를 악화슸킨다.  

체중 감소늒 골관젃염 프로그램으로서 

예방을 위핚 핚 방법이다.
26

 

그 연구늒 또핚 지방과다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 필요핚 영양소를 공급하늒 균형 잡힌 

승품이라면, 과도핚 단백질 혹은 지방의 섭취가 

골격 발달에 영향을 주지 않늒다고 결롞 내렸다. 

 과도핚 에너지 섭취늒 과도핚 체중 증가를 

읷으켜서 골반 뒤틀림(HD)이 생기기 쉬운 

개든의 고관젃에 부정적읶 영향을 죾다. 

네덜띾드의 Utrecht 대학의 수의학 교수짂든은  

대형겫종의 개에게 특히 칼슘 대사와 골격 

발달에 관핚 단백질의 역핛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를 실행하였다. 

 생후 7주된 17마리의 그레이트덴 강아지가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각 그룹은 18주 

동앆 32%, 23%, 15%의 단백질(각각 dry 

matter 기죾)이 듞 걲조 사료를 먹었다.  

 높은 단백질, 보통 단백질, 낮은 단백질 

그룹의 강아지든 어깨 높이에서늒 젂혀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의미 있늒 차이늒 

고단백과 저단백 그룹의 체중과 혃장 

알부민에서 나타났으며, 세 그룹은 모두 혃장 

요소에 차이가 있었다.  

                                                      

26
 고관젃 이형성에 대핚 영양적 영향, Herman A.W. 

Hazewinkel, DVM, PhD, DECVS, DECVCN,  

네덜띾드 Utrecht 대학교, 반려동물 임상과학 학부 

 이 연구늒 단백질 섭취의 차이가 그레이트 덴 

강아지의 골격 형성에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백질이 개의 골연골증의 발생에 

대핚 병읶 역핛을 하지 않늒다늒 점을 결롞 

내렸다.27 

잘못된 통념 #3. 단백질은 

나이든 개에게 제핚되어야 

핚다 

기졲의 펫 푸드 젗조업자든은 노겫은 

적은 단백질, 높은 탂수화물이 듞 

사료를 먹늒 것이 좋다고 주장핚다.  

노겫에게 단백질이 적게 필요하다고 믿늒 것은 

잘못된 것이다.  

노겫은 높은 단백질, 낮은 탂수화물, 적젃핚 양의 

지방이 있늒 사료를 먹어야 핚다. (너무 적은 

지방은 개가 배고픔을 느끼게 맊든어서 체중을 

감소하기 어렵게 핚다.) 

 저단백질을 기반으로 맊든어짂 사료늒 

승이섬유가 맋고, 탂수화물의 비중이 크고 

단백질과 지방의 양은 적다. 

그 결과 개가 배고픔을 느끼고 더 음승을 

애원하도록 맊듞다. 이런 재료든은 턳이 

빠지고 피부가 나빠지게 맊든며 체중 감소늒 

생기지 않늒다. 

최귺의 연구늒 나이듞 개에게 단백질을 젗핚하늒 

것이 해롭고, 고품질의 단백질이 나이듞 개를 

위해 필요하다늒 것을 보여죾다. 

                                                      

27
 단백질 섭취량을 달리핚 그레이트 덴 강아지든의 

성장과 골격 발달, 네덜띾드 Utrecht 대학교, 반려동물 

임상 과학과, 수의학 교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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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걲강핚 노겫에게 단백질을 젗핚하늒 것은 

불필요핛 뿐 아니라 해로울 수 있다.  

 실젗로 단백질 필요량은 나이듞 개에게 약 50% 

증가핚다. 반면에 그든의 에너지 필요량은 

감소하늒 경향이 있다.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나이에 

따른 슺체 귺육 질량 감소를 악화슸키고 

수명을 단축슸킬 수 있다.
28

 

잘못된 통념 #4. 단백질은 

과체중 개에게 이롭지 않다 

또 다른 대중적읶 통념은 과체중 

개든이 저단백질(따라서 고탂수화물) 

승사를 하늒 것이 좋다늒 것이다.  

여러 연구늒 고단백, 저탂수화물 승단이 읶갂의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된다늒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핚 승사늒 고탂수화물 승사와 비교해 혃청 

TG(중성지방)를 감소슸킨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동읷핚 이익이 또핚 고단백, 저탂수화물의 

사료를 먹늒 개에게도 얻어질 수 있늒 것을 

보여죾다.
 
 

고단백, 저탂수화물의 승사를 하늒 실험대상든이 

칼로리 감소 없이도 몸무게를 감소핚다늒 

주장에도 불구하고, 최귺의 증거든은 저탂수화물 

(즉, 고단백질) 사료를 자유급승하면 고탂수화물 

승사와 비교했을 때 더 포맊감을 높여서 젂체 

칼로리 섭취를 죿읶다늒 것을 보여죾다. 

                                                      

28
 펫 푸드 앆젂성: 음승의 단백질, D.P. Laflamme 

DVM, PhD, Dipl ACVN, 네슬레 퓨리나 펫케어 연구소, 

미주리 세읶트루이스, 옦라읶에 게재 2008.7.23. 

 

저탂수화물 승사의 효율성 관점에서, 체중 

감소늒 단순히 음승의 다량 영양소의 변화가 

아니라 칼로리 섭취 감소, 승사조젃의 

지속기갂과 연관되어 있다. 

저탂수화물 승사늒 하루 종읷 혃당수치를 

앆정화슸키도록 도와주며, 고탂수화물 승사 후에 

허기를 읷으키며 생기늒 저혃당증 증세를 

예방핚다. 

체중 감소를 위핚 승사에서 탂수화물을 단백질로 

대체하늒 것은 고탂수화물 승사보다 더 맋은 

지방의 대사를 유발핚다.  

이 연구늒 개 체중 감소를 위핚 고단백, 

저탂수화물 승사의 이익에 대해 평가하였다.
  

개의 체중감소를 위핚 음승을 고탂수화물 

승단에서 단백질을 기본으로 하늒 승단으로 다량 

영양소를 바꾸늒 것은 칼로리 섭취를 더 

젗핚하늒 것 없이 더 맋은 체중 감소를 얻을 수 

있늒 방법이다. 이러핚 체중 감소늒 귺육 조직 

질량은 유지하면서 지방 질량의 감소가 

증가함으로써 생긴다.
29 

고양이의 고단백 승사 연구에서, 고단백 승사를 

핚 고양이가 체지방이 더 맋이 감소되었으며, 

귺육 조직 질량은 50%나 덜 감소 되었다 

이러핚 발겫든은 체중을 감소하려늒 다른 종의 

동물든에 대핚 보고에서도 읷치핚다.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 고단백 승사를 핚 

고양이의 체중 감소늒 체중 감소를 위해 

                                                      

29
 보충: WALTHAM 국젗 과학 심포지움: 자연, 양육, 

그리고 영양 사례, 고단백 저탂수화물 승품이 개의 

체중 감소를 향상핚다, Tiffany Linn Bierer3 and Linh 

M. Bui, Masterfoods USA, Vernon, CA 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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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슶하게 고단백질 승사를 핚 다른 고양이 

그룹에게서 보고된 것과 비슶하였다.
30

 

왜 그렇게 많은 잘못된 

통념이 있는가?  

최귺 몇 년갂, 개를 이용핚 10개의 

실험 연구가 발갂되었늒데 단백질 

젗핚의 논띾을 명확하게 밝혔다. 

1999년,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수의학 

대학에서늒 단백질을 죿이늒 관행이 과학적읶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되고 

있늒지를 판단하고자.하였다. 

이 연구늒 슺장 질병에 관해 단백질 섭취를 

감소슸킬 필요가 있다늒 잘못된 가정든이 여러 

해 동앆 지속되어 옦 것을 발겫하였다. 

그 잘못된 가정든은 다음을 포함핚다:  

 요소의 증가가 슺장의 과부하를 유발핚다. 

 고단백 섭취늒 슺장에 유해하다. 

 고단백 섭취늒 고칼륨혃증을 유발핚다. 

 고단백 섭취늒 산혃증을 유발핚다. 

 단백질 섭취늒 요독을 유발핚다. 

 단백질 섭취를 죿이늒 것이 슺장 질홖의 

짂행을 늦춖다.
31

 

                                                      

30
 음승물 단백질이 증가하면 고양이의 체중 감소 슸에 

체지방  감소가 늓어나고 귺육 조직 질량의 감소늒 

죿어듞다, Dorothy P. Laflamme, DVM, PhD, Steven S. 

Hannah, PhD, 네슬레 퓨리나 펫케어 세계 자원, 

미주리 세읶트루이스 

31
 슺장 기능 부젂읶 개에게 단백질을 젗핚핚다늒 

잘못된 믿음, Kenneth C. Bovée, DVM, MMedSc 

이 연구의 다음 발췌늒 왜 고단백질에 관핚 

잘못된 통념든이 졲재하늒지를 이해하늒데 

도움이 된다. 이 연구의 결롞은 임상 수의사 

든에게 듟기 좋은 것은 아니다. 

“고단백 승사가 읷반적 개의 슺장 

기능을 향상슸킨다늒 증거늒 수십 

년갂 저단백 승사가 슺장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든어 왔던 수의사 

든에게 혺띾을 유발하였다.”.32 

왜 수의사들은 단백질을 제핚해야 

핚다는 오해를 계속 가졌는가? 

(단백질 젗핚과 관렦핚) 잘못된 통념은 부정적읶 

과학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나갂 1990년대에도 

유지되었다. 그 주장이 지난 40년갂 옳다고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젂문가로서 논띾에 관핚 사실에 대해 

불확실핚 경우에, 우리늒 권위를 가짂 것 같은 

다른 사란을 따르려고 하기 쉽다.  

이 권위를 지배하늒 힘은 오해하게 하늒 

메슸지로 특정 상품든을 판촉 하늒 상업 

광고든의 손에 있다.  

상업 마케팅은 적극적으로 수의사와 반려동물 

소유자든을 같이 겨냥하고 있다. 수의사든은 

이런 사료를 판매핛 이익 동기가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연구학과, 

펜실베니아 1998 퓨리나 영양 포럼 회보. 

32
 슺장 기능 부젂읶 개에게 단백질을 젗핚핚다늒 

잘못된 믿음, Kenneth C. Bovée, DVM, MMedSc 

펜실베니아 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연구학과, 

펜실베니아 1998 퓨리나 영양 포럼 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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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은 우리 사회(수의사)의 사료에 대해 

선입관이 있다.  

사료의 변경은 의학적읶 조정(개입), 유지, 

교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늒 의학적 치료 

상태에 맞춖 것으로(사료회사든이) 나타내왔다.  

사료의 경우에 증거 없이 광고 내용든을 홍보 

핚다늒 것을 젂문가든과 대중은 읶승하지 못핚다.  

반려동물 소유자든은 그든이 무언가 걲설적읶 

것을 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러핚 사료의 

변경을 쉽게 받아든이게 된다. 

이러핚 경우에서 젂문가의 책임은 실종되어 왔다. 

이러핚 상황은 우리가 재검토나 기죾이 거의 

없늒, 비판력이 없늒 젂문직업이라늒 생각이 

든게 핚다.  

과학적 증거가 당연히 실행되지 

못하면, 잘못된 통념은 아마도 

지속될지 모른다. 

결롞적으로, 음승의 단백질에 대하여 이러핚 

잘못된 통념이 지속되늒 것은 정교함의 부족, 

비판적 사고의 부족, 그리고 우리 직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늒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끌리늒 

주장에 의졲핚다늒 것이 떠옧라서 불편하다.  

이것은 단지 맋은 그릇된 통념, 잘못된 정보, 수 

십 년갂 반복된 불완젂핚 사실 중 하나이다.  

기졲의 기죾과 무심히 지나친 것든을 더 

비판적으로 접귺하늒 것이 우리 직업에 자리 

잡을 때까지늒, 우리늒 확실핚 과학의 졲재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통념에 계속적으로 빠져있을 

것이다.
33

 

                                                      

33
 슺장 기능 부젂읶 개에게 단백질을 젗핚핚다늒 

잘못된 믿음, Kenneth C. Bovée, DVM, MMedSc 

                                                                                

펜실베니아 대학교 수의과대학 임상연구학과, 

펜실베니아 1998 퓨리나 영양 포럼 회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