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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전세계적으로비만과이와관련된질병의발병율은인간뿐
만 아니라 반려동물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와같은 문제는 현대 수의학에서도 큰 임상문제 중 하나로

써 대두되고 있다[1]. 아밀로펙틴(Amylopectin, branched 
chain structure)은 아밀로스(Amylose, linear structure) 
보다 소화효소의 작용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들의 비율은 소

화속도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2], 이러한 차이는 ‟빠르게 소
화되는 전분”(Rapidly Digestible Starch, RDS), ‟천천히 소
화되는전분”(Slowly Digestible Starch, SDS), 그리고 ‟저항
전분”(Resistant Starch, RS)으로 전분을 분류하는 기준이
될수있다[3]. RDS와 SDS는소화속도에서차이가나타나지
만소장에서대부분소화되는반면 RS는효소적에의하여소
화되지않는전분을의미한다[4]. RS는섬유질과유사한생리
적특성을갖으며, 사람또는동물에서유망한생리학적이점

(예; 혈당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체지방 감소, prebiotic 
fiber 효과, 미네랄 흡수 향상) 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예; 
Colonic diseases, Inflammatory bowel disease) 에서도잠
재적인 역할이 보고된 바 있다[5-9]. 과거 천연 RS를 포함하
는 곡물들의 대사효과와 잠재적인 건강상의 이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었다. 하지만, 반려견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들은 소화 흡수 또는 prebiotics 로써의 기능적 특성을 평가
한일부연구들외에[10, 11] 체중감소효과또는영양학적안
전성을 평가한 연구들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아밀로스 (42.8%) 품종인 "도담쌀
"(Oryza sativa L)[12]이 첨가된 고저항전분 사료(High 
resistant starch dog food)의섭취가반려견의생리학적안
전성과 체중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되

었다.

반려견 사료의 식품성분으로서 도담쌀(Oryza sativa 
L.)의 이용 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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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High-amylose rice (42.8%) 품종인 도담쌀(Oryza sativa L.)이 첨가된 고저항전분 사료의 섭취가 반려견의
생리학적안전성과체중감소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하여실시되었다. 8마리의중성화된암컷소형견(9.60 ± 0.01
year-old; initial body weight 4.73 ± 0.31 kg;(슈나우져 2마리, 몰티즈 2마리, 요크셔테리어 2마리, 시츄 1마리, 포메라이
안 1마리)을 대상으로실시되었다. 실험은무작위로그룹당 4마리씩두그룹으로나눴습니다. Normal resistant starch
diet (NRD) group은 28.76 % 일반 수준의아밀로스 품종인신동진쌀, High resistant starch diet (HRD) group은 28.76
% 고아밀로스품종인도담쌀이포함된실험사료를 4주 동안제공하였다. 실험사료의제공량은Metabolic body weight
을 기준으로계산되었다(ME, kcal/d 132×kg BW0.75). 사료섭취량과, 체중은두그룹사이에서통계적으로유의한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하지만, 증체량의 경우 HRD group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Hematological & Biochemical parameters는 두실험그룹모두 Normal reference ranges 내에서관찰되었다. 또한, 고저
항전분 사료의 섭취에 의한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p<0.05). 결론적으로, 이 연구 결과는 도담쌀을 포함하는
고저항전분사료가반려견의생리학적안전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으며, 체중감소효과에대한잠재적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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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2.1. 공시동물 및 시험디자인

  본 실험에서는 평균체중 4.28 ± 0.63 kg(Mean ± SEM)의
중성화 된 소형견(9.60 ± 0.01 year-old, 암컷) 8마리 (슈나
우져 2마리, 몰티즈 2마리, 요크셔테리어 2마리, 시츄 1마리, 
포메라이안 1마리)를공시하여무작위로두그룹으로나누어
실험그룹 당 4마리씩 배치하였다. 모든 실험 동물들은 실내
온도 (22-24°C)와 습도 (60-80 RH%)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내 공간 (1.8 x 2.6 m)에 개별적으로 수용되었다. 사료는
일일 2회 (10:00, 16:00) 제공되었고, 음수는 무제한으로 제
공되었다.

2.1. 실험사료
실험사료는 높은 수준의 아밀로스를 포함하는 품종인 도담

쌀 (아밀로스, 42.8%)이 28.76% 포함된 고저항전분 사료

(High-resistant starch diet; HRD)와일반적수준의아밀로
스를 포함하는 신동진쌀(아밀로스, 18.1%)이 28.76% 포함된
대조구 사료 (Normal-resistant starch diet; NRD)를 4주간
제공하였다(표 1). 모든실험사료는 AAFCO 영양소요구량을
충족하도록 배합하여 Seo 등 (2021)[13]의 연구와 동일한 과
정으로 제조하였다. 각 개체의 maintenance energy 
requirements (ME, kcal/d 132 × kg BW0.75)를 충족하도록
제공되었다[14]. 

2.3. 분석항목 및 방법

  실험 기간 동안 일당 사료섭취량 (Average daily feed 
intake, ADFI)은 매일 사료 급여량 및 잔량을기록하여 측정
하였으며, 체중 (Body weight, BW)은 매주 측정하였다. 
 Blood sample은 실험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 (4주)에
cephalic vein에서 채혈하고, 분석 전까지 동결보관 (−80 
°C) 하였다. Serum biochemical parameters는 Automatic 
biochemical analyzer (Hitachi 7180; Hitachi High- 
Technologies Co., Japan)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Complete blood count (CBC) parameters는 Automatic 
hematology analyzer (IDEXX Laboratories, Inc., 
Westbrook, ME, USA)와 IDEXX ProCyte Dx* stain pack 
(IDEXX Laboratories, Inc., Westbrook, ME, USA)를 이용
하여 측정되었으며,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분석되었다.
 

 3. 결과
 실험은 NAR (28.76 % Shindongjin를포함하는 basal diet) 
그리고 HAR (28.76 % Dodamssal를 포함하는 basal diet) 
group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Table 표2는 고저항전분 사
료의섭취에의한사료섭취량과 body parameters의변화를
보여준다. 실험기간 (4주) 동안 일일 평균 사료섭취량

(Average daily feed intake, ADFI)와 체중(Body weight)는
두 실험그룹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
만, 증체량(Body weight gain, BWG)은 HAR group이 NAR 
group보다크게 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p < 0.05). 증체
율(Rate of weight gain)은 HAR group이 NAR group 보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p = 0.094).
 또한, 실험 종료 시점 (4주)에 수집된 혈액으로부터 분석된
Hematological parameters의 결과는표3에 제시되었다. 두
실험그룹들의 Hematological parameters는 모두 Normal 
reference range 내에서 나타났으며, 두 실험그룹들 사이에
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serum biochemical 

[표 1] 실험사료 화학적 조성

Items NAR1) HAR2)

Ingredients composition, %
 Chicken breast powder 12.7 12.7

 Egg yolk powder 12 12
 Rice flour (Shindongjin cultivar) 28.76 -
 Rice flour (Dodam cultivar) - 28.76
 Lard 2.9 2.9
 Green laver powder 1 1
 Calcium carbonate 1.04 1.04
 Potassium Citrate 0.6 0.6
 Monocalcium phosphate 0.4 0.4
 Vitamin-Mineral premix3) 0.4 0.4
 Salt (NaCl) 0.2 0.2
 Water 40 40
Chemical  composition, Analyzed (%)
 Moisture 44.27 47.20
 Crude protein 18.88 17.46
 Ether extract 9.39 9.20
 Crude fiber 0.11 0.39
 Crude ash 2.73 2.45
 NFE 24.61 23.30
 Ca 0.50 0.50
 P 0.33 0.33
 ME, kcal/kg; DM based (calculated) 4,165 4,184 
Values are analyzed value as wet based1). NAR group (Basal diet with 
addition of 28.76 % NAR)2). HAR group (Basal diet with addition of 
28.76 % HAR)3). Provided per kilogram of diet: Vit A, 3500IU; Vit 
D 3,250IU; Vit E, 25mg; Vit K, 0.052mg; Vit B1(thiamine), 2.8mg; 
Vit B2(riboflavin), 2.6mg; Vit B6(pyridoxine), 2mg; Vit B12, 
0.014mg; Cal. D. Pantothenate, 6mg; Niacin, 30mg; Folic acid, 
0.4mg; Biotin, 0.036mg; Taurine, 1,000mg; FeSO4H2O, 44mg; 
MnSO4H2O, 3.8mg; ZnSO4H2O, 50mg; CuSO4H2O, 7.5mg; Na2SeO3, 
0.18mg; Ca (IO3) 2, 0.9mg. Abbreviations: NFE, Nitrogen free 
extract; ME, metabolizable energy (kcal/kg) = ((CP×3.5) + (EE×8.5) 
+ (NFE×3.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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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의 분석 결과는 표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모든 Biochemical parameters는 Normal reference 
range 내에서 나타났으며, NAR과 HAR group 사이에서 뚜
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고저항저분 사료의 섭취가 반려견의 섭취량과 체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

 Items NAR1) HAR2) p-value

 ADFI, g/day 145.89 ± 28.41 150.17 ± 21.98 0.909
 Bady weight, kg
  Initial 4.30 ± 1.06 4.25 ± 0.85 0.972
  Final 4.20 ± 1.06 3.98 ± 0.81 0.872
 BWG, g -100 ± 0.00 -275 ± 62.9* 0.032
 Rate of gain, % -3.04 ± 1.03 -6.68 　 1.51 0.094

Small breed dogs (n=4/group) were fed experimental diets for 4 
weeks1).NAR group (Basal diet with addition of 28.76 % NAR)2). HAR 
group (Basal diet with addition of 28.76 % HAR). Abbreviations: ADFI, 
average daily food intake; BWG, body weight gai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Means with superscript in a same row significantly differ 
(p<0.05). 

  

4.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의 사료섭취량 데이터는 고저항전분 사료가 반려견
의기호성에는부정적인영향은미치지않는다는것을시사

한다. 또한 고저항전분사료의공급은반려견의 증체량을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반려견을 대상으로 저
항전분의 체중감소 효과에 대해 평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

이다. 하지만, 일부설치류를대상으로한 Lerer-Metzger 등
(1996)[15]의 연구결과는 체중의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 하
지만, Kabir 등(1998)[16]의 연구에서는 고저항전분 사료의
섭취가 설치류의 체중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

고한 바 있다.  Hematological & biochemical parameters
의 결과는 도담쌀을 포함하는 고저항전분 사료의 섭취가 반

려견의 간과 신장의 기능, glucose metabolism에 부정적인
영향을미치지않으며, 만성염증, 독성과같은상태를유발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3] 고저항저분 사료의 섭취가 반려견의 Hematological 
parameters에 미치는 영향

 Items NAR1) HAR2) p-value

 Leukocytes
  WBC, ×106/mL
  (Ref.range:5.05 - 16.76) 8.20 ± 0.83 6.63 ± 0.73 0.21

  NEU, ×106/mL
  (Ref.range:2.95 - 11.64) 4.60 ± 0.47 3.83 ± 0.51 0.31

  LYM, ×106/mL
  (Ref.range:1.05 - 5.10) 2.73 ± 0.57 2.16 ± 0.25 0.39

  MONO, ×106/mL
  (Ref.range:0.16 - 1.12) 0.41 ± 0.12 0.34 ± 0.09 0.64

  EOS, ×106/mL
  (Ref.range:0.06 - 1.23) 0.45 ± 0.08 0.31 ± 0.08 0.26

  BASO, ×106/mL
  (Ref.range:0 - 0.1) 0.01 ± 0.01 0.00 ± 0.00 0.36

 Erythrocytes
  RBC, ×109/mL
  (Ref.range: 5.65 - 8.87) 6.69 ± 0.21 6.90 ± 0.31 0.60

  HGB, g/dL
  (Ref. range: 13.1 - 20.5) 16.23 ± 0.36 16.58 ± 0.72 0.68

  HCT, %
  (Ref. range: 37.3 - 61.7) 46.19 ± 0.69 48.75 ± 2.24 0.32

  MCH, pg
  (Ref. range: 21.2 - 25.9) 24.28 ± 0.56 24.04 ± 0.37 0.74

 Thrombocytes
  PLT, K/uL 
  (Ref. range: 148 - 484) 482.50 ± 85.03 402.88 ± 62.02 0.48

  PCT, %  
  (Ref. range: 0.14 - 0.46) 0.40 ± 0.06 0.35 ± 0.05 0.57

Small breed dogs (n=4/group) were fed experimental diets for 4 weeks.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end of the experiment1). NAR group 
(Basal diet with addition of 28.76 % NAR)2). HAR group (Basal diet 
with addition of 28.76 % HAR). Abbreviations: WBC, white blood cell; 
NEU, neutrophils; LYM, lymphocytes; MONO, monocytes; EOS, 
eosinophils; BASO, basophils; RBC, red blood cells; HGB, hemoglobin; 
HCT, hematocrit; MCH, mean corpuscular hemoglobin; PLT, Platelet; 
PCT, plateletcrit.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표 4] 고저항저분 사료의 섭취가 반려견의 serum biochemical 
parameters에 미치는 영향

Items NAR1) HAR2) p-value

GLU, mg/dL 
(Ref. range: 70 - 138) 106.50 ± 3.52 100.75 ± 1.80 0.20

CREA, mg/dL 
(Ref. range: 0.5 - 1.6) 0.77 ± 0.06 0.90 ± 0.04 0.12

BUN, mg/dL 
(Ref. range: 6.0 - 31) 17.80 ± 0.91 16.85 ± 1.28 0.57

PHOS, mg/dL 
(Ref. range: 2.5 - 6.0) 3.38 ± 0.14 3.58 ± 0.35 0.62

T-Pro, g/dL 
(Ref. range: 5.0 - 7.4) 6.50 ± 0.15 6.68 ± 0.40 0.70

ALB, g/dL 
(Ref. range: 2.7 - 4.4) 2.70 ± 0.07 2.83 ± 0.09 0.30

ALT, U/L 
(Ref. range: 12 - 118) 46.00 ± 7.65 39.00 ± 7.78 0.55

T-BIL, mg/dL 
(Ref. range: 0.1 - 0.3) 0.03 ± 0.01 0.05 ± 0.01 0.13

CHOL, mg/dL 
(Ref. range: 29 - 291) 220.25 ± 31.74 168.25 ± 18.71 0.21

Small breed dogs (n=4/group) were fed experimental diets for 4 weeks. 
Serum samples were collected at the end of the experiment1). NAR 
group (Basal diet with addition of 28.76 % NAR)2). HAR group (Basal 
diet with addition of 28.76 % HAR). Abbreviations: GLU, glucose; 
CREA, creatinine; BUN, blood urea nitrogen; PHOS, phosphorous; 
T-Pro, totalprotein; ALB, albumin; ALT, alanine amino transferase; 
T-BIL, total bilirubin; T-CHO, total cholestero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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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사료 내 도담쌀의 이용은 반려
견의생리학적 안전성에 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으며, 체
중감소 효과에 대한잠재적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향
후 반려견의 성별, 나이, 저항전분의 첨가 농도 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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