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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례보고>

아메리카 흑곰에서 발생한 소장 염전에 의한 장 파열 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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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stinal rupture caused by small bowel volvulus was diagnosed in a captive 13-year-old male American
black bear. The animal presented with decreased appetite, depression, lethargy, and mild abdominal distention for 3
days. The animal was treated with antibiotics, hypermetabolites, and digestive medicine daily; however, it died on
the third day of treatment. The clinical symptoms included hemorrhagic ascites, gaseous extension of the small intestine,
and intestinal rupture caused by small bowel volvulus. Hemorrhagic signs were observed in the lungs and heart. This
is the first case to describe small bowel volvulus in mammals of the family Ursi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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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염전(small bowel volvulus)은 장간막을 중심으로 소

장의 일부가 회전하여 장이 폐색되고, 동맥과 정맥혈류의 정

체 또는 차단으로 장의 부종과 괴사가 발생하는 치사율이 높

고 응급을 요구하는 질환이다 [2, 12]. 소장 염전은 개에서는

주로 성견, 수컷 및 중대형 종에서 발생하며 [6], 야생동물에

서는 포유류 및 파충류에서 십이지장, 공장 등에서 소장부

염전 또는 위확장 염전 등 다양한 형태의 증례가 보고된 바

있다 [1, 3-5, 9, 13, 17]. 이 증례에서는 대전 오월드동물원

사파리에서 사육 중이던 아메리카 흑곰에서 사후 확인된 소

장 염전과 그에 의한 장 파열 발생을 보고하고자 한다.

대전 오월드동물원 사파리에서 사육 중이던 13살 된 수컷

아메리카 흑곰(American black bear, Ursus americanus) 1

두가 폐사되기 3일 전부터 행동둔화, 식욕부진, 침울, 미약한

복부 팽만 등의 증상이 관찰되어, 소화 촉진제(Vikahepa;

Bayer, Germany) 5 mL, 퀴놀론계 항생제(Baytril; Bayer)

3 mL, 대사 촉진제(Catosal; Bayer) 5 mL를 근육주사로 매일

투여하였으나 폐사하였다. 흑곰의 먹이로는 위생 처리한 닭

고기 1 kg, 야생동물 전용 사료(Mazuri Omnivore Diet No.

5635; Purina Animal Nutrition, USA) 0.5 kg, 사과 0.2 kg,

고등어 0.3 kg 등을 매일 급여하였고 주 1회 절식시켰다. 폐

사되기 전 10년이 넘는 사육 기간 동안 특별한 임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정기적인 분변검사에서도 내부 기생충이

나 병원성 세균은 확인되지 않았다.

폐사 후 부검은 술식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폐사체 복부는

다소 팽만 되어 있었고 복강을 열었을 때 복막 근육층의 충

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복강 내에는 다량의 혈액성 복수가

악취와 함께 저류되어 있었고, 소장과 대장 등 장 부위는 가

스가 충만했고 충혈로 인해 붉게 관찰되었다(Fig. 1A and

B). 폐엽 말단부에서 충혈 소견과 심장에서 점상 출혈이 관

찰되었다(Fig. 1C and D). 소장의 일부가 장간막 뿌리

(mesenteric root)를 중심으로 염전되어 있었고, 그 부위에 장

파열 및 출혈로 인한 주변 조직의 괴사와 충혈이 관찰되었

다(Fig. 1E and F). 부검 후 세균배양을 위해 혈액성 복수

와 간 일부를 채취하여 즉시 실험실로 이동, 멸균된 면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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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혈액 배지(Asan Phamacy, Korea)에 직접 도말하

였다. 37oC에서 12~18시간 배양 후, 의심되는 집락을 대상

으로 그람염색을 실시하였고, 의심 집락을 API 20NE

kit(bioMérieux, France)로 동정하였을 때 Aeromonas (A.)

sobria로 동정되었다.

아메리카 흑곰은 곰과(family Ursidae) 동물로서 미국, 캐

나다 등 북아메리카 숲 속에 서식하는 잡식성의 곰으로 국

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관심필요(least concern) 등급으로

지정된 동물이다 [14]. 이 증례 개체는 동물원 사파리에서

17마리의 흑곰들과 무리를 형성하여 동거해왔으며, 폐사 전

3일간 행동둔화, 침울, 식욕부진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임상

증상만 관찰되었다. 갑작스러운 담즙성 구토가 관찰되면 소

장 염전의 가능성을 조기에 알 수 있는 임상증상이라 한 보

고 [10]가 있으나, 이 증례의 경우 사후 관찰된 소장 염전은

응급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폐사 전 통증, 쇼크와 같은 증상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고 행동양식에 별다른 변화도 인지되지

않았다. 이는 사파리 내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개체의 경우

이환으로 인해 임상증상을 나타내면 동거축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곰은 개와 비슷한 소화기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14],

개에서 발생하는 소화기 질환은 곰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개의 경우 장 염전이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종종 보고

되었으며, 증상을 나타내면 수 시간 내 급성으로 진행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 6]. 현재까지 곰과의 동물에서

염전이 보고된 사례는 북극곰과 레드판다에서 위 확장으로

인한 염전이 보고된 바 있다 [1, 17]. 북극곰의 경우에는 야

생동물로서 사후 발견되어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1], 레드판다의 경우 이 증례와 같이 동물원 사육 개체로서

급성 복통, 구토, 복부팽만 등 염전 시 나타나는 임상증상이

관찰되었다 [17]. 이 증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 염전에서

관찰되는 임상증상 없이 급성으로 진행되어 폐사하였다.

사람에서 소장 염전은 흔치 않은 질환으로 초기 진단이 매

우 어려워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7, 11], 염전에

의한 장 폐색으로 장운동의 장애가 발생하면 위산, 담즙, 췌

장 분비물의 장내 축적으로 장은 울혈 되고 내용물의 흡수

는 제한받게 된다 [16]. 심한 장 염전의 경우, 구토 및 구토

로 인한 경구적 음식물 섭취와 흡수의 감소가 일어나게 되

고, 이는 혈액의 농축, 체액량 감소로 이어져 전해질 불균형

을 유발하며 결국 신부전에 의한 쇼크가 일어난다 [7, 8].

염전에 의한 장 팽창은 장내 체액의 축적, 촉진된 장 연동

수축 때문에 발생하며, 장 주변 혈관 흐름을 막아 장 내용물

흡수와 림프배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장 내에 기회감염균이 혈

류로 유입되고 주변 조직의 괴사가 진행된다 [16]. 이 증례

에서도 장 염전 발생으로 장의 팽창과 함께 괴사까지 진행

되어 소장 조직이 파열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간과 복수

에서 분리된 A. sobria는 그람음성의 통성 혐기성 세균으로

담수, 해수, 수생동물, 토양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검출되는 기

회감염균이다 [15]. 이번 증례의 경우 급여된 고등어 사료로

부터 혼입된 세균이 장 파열과 더불어 숙주 개체의 면역력

약화로 인해 증식 및 임상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증례는 동물원에서 사육 중인 곰에서의 소장 염전과 그

로 인해 발생한 장 파열의 증례 보고로, 곰과 동물에서 소장

염전은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 소장에서 염전은 발생이

드물고 신속한 진단과 처치가 요구되나, 진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 검사에서 장 폐색 소견이 보이면 탐색적 개

복술을 통해 확진과 수술적 교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2, 10].

최근 사람에서는 진단장비의 발달로 컴퓨터 단층촬영, 컬러

초음파 및 상부 위장관 조영술을 실시하여 조기진단에 이용

한다 [7, 8]. 그러므로 장 염전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조기에 탐색적 개복술을 실시하는 것이 치료와 예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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