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도질병
Lisa Pierson 박사님이 쓴 글 중에서 고양이방광염, 요도질병 그리고 요도감염의 원인 및 관리에
대해서 아주 알아 듣기 쉽게 잘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Pierson 박사님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요도질병 관련 글:

제가 이 웹사이트에서 한 단어만 강조하고 싶다면, 바로 “물”입니다.
당신이 충분한 수분이 섞인 캔사료를 고양이에게 제공하고 있다면 (건조사료가 아닌) 이
웹사이트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이 비뇨기관을 통과해야 비뇨기관의 건강이 유지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조한 것이 ‘물’입니다. 가끔 수의사들이 처방해 주는 ‘결석 치료’ 또는 ‘요도 pH(산성도)
치료’를 해주는 값비싼 사료는 이와는 별개입니다(미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건사료를 팔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결석 치료’ 및 ‘요도 산성도를 균형 잡아주는’ 사료의 종류도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도 결국 건사료를 먹이면 고양이의 요도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박사님이
강조하고 싶음)

고양이의 야생에서의 먹이는 약 70% 정도의 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캔사료는 약 78%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조사료는 약 5~10%정도입니다. 고양이는 목마름이 적은 동물입니다.
또한 고양이는 물그릇에서 따로 마시는 물로만 부족한 수분을 보완하지 못합니다. 고양이는 먹이
자체에서 수분을 섭취하도록 만들어진 동물입니다.
고양이가 캔사료 섭취시 건조사료(물그릇에 있는 물 포함)를 섭취할때보다 두배가량의 물을 더

마실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캔 사료 섭취시 대략 두배정도의 소변양이 방광을 통과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캔사료를 제공함으로써 육식동물에게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고(http://catinfo.org/에서 ‘당신의
고양이에게 어떤 사료를 먹일까 : 고양이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알아두기(Feeding Your Cat:
Know The Basics of Feline Nutrition) 글 참고) 고양이의 방광을 편안하게 하고 가장 건강하게
지킬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웹사이트를 다 읽고 싶지 않다면 적어도 아래에 있는 오파이(Opie)의 사진만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오파이는 매우 귀여운 고양이인데(이전에 건조사료만 먹었음), 2008 년 7 월경에
요도가 막혀서 매우 고통 받았었습니다. 다행히 오파이는 요도 치료가 되었고, 이제는 캔사료만
먹고 있습니다.

모든 고양이에게 건조사료를 먹이면 안됩니다. 특히 비뇨기관에 문제가 있는 고양이는 절대
안됩니다.

만약 당신의 고양이가 건조사료에 중독되어 있다면 ‘건조사료에 중독된 고양이가 통조림 사료를
먹게 하도록 유도하는 팁(Tips for Transitioning Dry Food Addicts to Canned Food)’ 글
(http://catinfo.org/docs/Tips%20for%20Transitioning%20PDF%201-14-11.pdf 게재) 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고양이의 식단을 캔사료로 바꿀 경우, 고양이가 소변을 더 자주 볼테니 화장실을 자주
치워주세요. 당신의 집에 고양이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충분한 크기의 고양이 화장실에 꼭

깨끗한 응고형 모래가 비치되어 있어야 고양이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소변을 참을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장실은 적어도 하루에 두번정도 청소해주세요.

‘고양이의 관점에서 보는 화장실(The Litter Box From Your Cat's Point of View)’
(http://catinfo.org/?link=litterbox 에 게재)이라는 글을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고양이의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2008 년 7 월경 요도결석으로 인해 매우 고통스러워 하는 오파이(이전에 건조사료만 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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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tinfo.org/?link=urinarytracthealth)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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