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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술

지난 호에 강한 외부 충격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뇌가 흔들리면서 정보

를 전달하는 신경체계에 영향을 미쳐 신경다발의 손상을 유발하는 만성외상성

뇌병변을 소개하였다. 이번에는 외부 충격이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두

부손상인 만성경막하혈종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두부손상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두개강 내 출혈에 의한 혈종의 형성이다. 이

들 혈종은 발생 위치에 따라 경막외혈종(epidural hematoma), 경막하혈종

(subdural hematoma), 뇌내혈종(intracerebral hematoma)으로 대별할 수 

있고, 이들은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막하혈종은 발생 시기에 따라 급성, 아급성, 만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급성은 외상 후 48~72시간 이내, 아급성은 3~20일 사이에 경막하혈종의 

증상이나 징후를 보일 때를 말한다. 급성 경막하혈종은 대개 직·간접적인 두

부 외상으로 인한 뇌의 이동 시 가·감속 손상으로 인한 대뇌 피질에 분포하는 

교정맥(bridging vein)의 파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연구에 의하

면 급성경막하혈종의 53.7%가 40세 이상에서 발생하였고, 이중 남자가 78.7%

를 차지하였다고 하였으며, 이는 여자에 비해 남자의 사회적 활동량이 더 많은 

데 기인한다고 하였다. 1972년 외국의 논문에 의하면 외상성경막하혈종 553예

에서 외상의 원인이 업무관련성인 경우는 전체의 3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여, 

그 빈도가 교통사고와 가사일 다음으로 많아 직업과 관련된 경막하혈종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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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경막하혈종(chronic subdural hematoma)은 두뇌 손상을 받고 3주 이상 

경과되어 두통, 의식장애, 반신마비 등의 증세가 나타나든지 또는 증세가 이미 

나타나고 있었지만 경미하여 대중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정밀검사

를 받거나 수술을 하여 혈종이 확인되었을 때를 말한다. 발생 빈도는 매년 인구 

10만 명당 1~2명에서 발생하고, 호발 연령은 50세 이상이며, 남자가 여자보다 

대략 4배가량 더 많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활동적이고 사회생활이 많아 

두부외상에 노출될 기회가 많은 사실에 기인한다. 대부분 외상으로 발생하지만, 

절반의 경우 두부손상의 병력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주 경미하여 환례 자

신이 두부손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성 알코올중독자나 간

질환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비외상성으로 동정맥기형, 동맥류, 출혈성질환, 뇌

종양, 감염질환 등에서 합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성경막하혈종에 관한 사

례보고는 있으나 업무관련성을 밝힌 경우는 거의 없다.  

소개할 사례는 45세 남자로 평소 건강하였다. 1997년 4월 13일 경미한 두통이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 5월 10일경 두통이 재발하여 그럭저럭 

지내다가 두통이 심해져 5월 20일에 한방에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

았고, 5월 31일 아침 출근 후 두통이 심해지면서 오심도 동반되어 조퇴하고 대학병

원을 방문, 뇌단층촬영을 실시한 결과 만성경막하혈종으로 확진되어 입원, 수술을 

받았다. 

과거력으로는 1992년 치질수술을 한 적이 있고, 알코올성 간질환이나 혈액응고

장애, 간질 및 뇌질환을 앓은 적이 없었으며, 그 외 특별한 사고력도 없었다. 가족 

중에 혈액응고장애, 간질, 뇌질환이나 유전성 질환 등의 가족력도 없었다.

환례는 1981년 29세에 군에서 제대한 후 2~3년간 농사를 짓다가, 1984년 제지

회사에 입사하여 3년간 일하였다. 1987년부터 다시 사료회사에 사무직으로 6년간 

근무하였으며, 1993년부터 현 회사에 입사하여 입원 당시 3년 11개월째 근무하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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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한 번 있는 사내 회식을 포함하여 한 달에 2~3번 정도 음주를 하고 있

었으며, 그 양은 맥주 2~3병 정도였다. 지금까지 흡연을 한 적이 없으며, 특별한 

취미 생활도 없어서 직장 일을 마치고 회사 통근버스로 퇴근하면 정육점을 운영

하는 부인을 도와주는 게 고작이었다. 정육점은 식당을 겸하고 있는, 식탁 2개 정

도의 소규모였다. 

내원 시 혈압은 100/60 mmHg, 맥박수는 70회/분이었고 호흡수는 28회/분이었

다. 내원 당시 약간 아파 보이는 것 외에 특이한 이상 소견은 관찰할 수 없었다. 혈액

검사상 백혈구 수는 9.3×103 /㎕, 헤모글로빈은 14.2 g/㎗이었으며, 헤마토크릿은 

40.7%였다. 혈중 전해질 농도(Na-K-Cl)는 140-4.8-104 mmol/ℓ이었으며, 혈

소판은 250×109 /ℓ로 모두 정상범위 내에 있었다. 출혈시간은 2분 30초, 프로트

롬빈시간은 11.5초, 활성 부분트롬보플라스틴시간(aPTT)은 36.1초였으며, 섬유소

원(fibrinogen)은 403 mg/㎗로 혈액응고장애 등을 의심할 만한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았다. 의식은 명료하였으며, 혼수 척도(Glasgow Coma Scale)도 15점으로 정상

이었다. 동공 광반사는 즉각 반응이 있었으며, 양측 동공의 크기도 동일하였다. 안구

운동은 정상이었으며, 안면신경마비도 없었다. 근육 운동력은 우측이 5단계 중 4단계

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감각신경도 정상이었고 심부

건반사도 정상소견을 보였다. 병적반응이나 뇌막자극

소견도 보이지 않았으며, 소뇌반응도 정상이었다.

단순 두부 X-선 촬영소견에서 골절이나 함몰 

등의 소견은 없었다. 뇌전산화단층 촬영소견은 우

측 전두-측두-두정부에 반달형태의 광범위한 고

밀도와 저밀도의 복합음영소견과 이로 인한 우측 

뇌실 압박 및 좌측으로 중심선 편위소견이 있었으

며, 조영제 투여 후 2개 이상 혈종막의 조영이 증

가되었다<그림 1>.  

<그림 1>   뇌전산화단층 촬영소견(A)은 우측 전두-측두-두정부에 반달

형태의 광범위한 고밀도와 저밀도의 복합음영소견과 이로 인

한 우측 뇌실 압박 및 좌측으로 중심선 편위소견 관찰됨. 조영

제 투여 후(B) 2개 이상 혈종막의 조영 증가가 관찰됨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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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례는 1997년 5월 31일 입원 후 바로 수술을 받았으며, 전신마취 하에 우측 

전두-측두-두정부 두피 쪽으로 천두술(trephination)로 접근해 들어가서 검은 

갈색의 액화된 혈종을 배액하였고, 우측 전두부에 형성된 또 다른 작은 경막하

혈종은 추후 관찰을 위해 남겨두었다. 큰 합병증 없이 치료되어, 1997년 6월 21

일 퇴원하였다. 1997년 7월 14일 다시 회사에 복직하여 후유증 없이 안정된 생

활을 유지하고 있다.  

만성경막하혈종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업성 원인이 아닌 개인의 질병

력, 가정생활이나 취미생활에서 기인한 것인지 등을 구분해내기 위하여 환례의 

평소 생활을 추적하고 환례의 집을 방문하여 모든 가능성 있는 원인을 살펴보

았다. 또한 작업장을 방문, 업무관련성에 대한 세밀한 조사도 병행하였다.

1) 질병력 조사

환례의 과거 질병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환례와 그 가족의 질병력을 문진하

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환례의 의료보험증을 조사하였다. 환례는 과거 혈액응

고장애의 병력이나 항응고제의 복용력도 없었으며, 간질 병력이나 뇌질환의 병

력, 그 외 유전성 질환 등의 질병력이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없었다. 1993년 

8월부터 급여 개시된 의료보험증 기록에서도 치과 진료기록 외에 병의원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가정생활 조사

이웃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환례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해 왔으며, 부부가 싸

우는 모습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집의 구조상 반복적인 두부외상을 일

으킬 만한 곳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환례의 집을 방문하였다. 환례는 1987

년부터 방 하나에 가게와 부엌이 딸린 동일한 집에 10년 동안 거주해 왔으며, 

가게는 부인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문은 정육점 입구문과 방문, 부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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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문, 대문이 전부였으며, 가옥구조상 문틀의 

높이가 환례의 키보다 높았고 돌출부위 등 두부외

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곳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림 2>.

3) 사회생활 조사

환례는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교대근무의 특성 때문에 다음 출근 시까지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퇴근 후 특별히 들르는 곳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퇴근 후에는 주로 작은 식육점을 하는 

부인의 일을 돕고 있었다. 음주도 사내회식이 있을 때만 한 달에 2∼3번 맥주를 

2∼3병 마시며, 흡연은 하지 않는다고 하여 환례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님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 직장생활 조사

환례가 근무한 회사는 1986년 1월에 설립되어 자동차 엔진부속품의 일종인 

Flywheel ball joint를 제조하는 회사로 전체 근로자 수는 197명이고 이중 여자 

9명을 제외한 전원이 남자 근로자이다.

환례는 3년 11개월간 Ring/Gear 라인의 400톤 프레스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근무해 왔다. 환례의 두부외상의 원인은 작업 종료 후 매일 작업환경을 정돈하

는 과정에서 프레스기에 동작유를 주입하기 위해 이동할 때, 동작유 주입기 뒤

쪽 두부높이(지면으로부터 약 160 cm)에 설치된 냉각수 파이프에 두부를 부딪

치는 일이 한 달에 평균 한 두 번씩 발생하면서, 반복적인 두부외상이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두부외상 부위는 특정한 부분이 아닌 전두엽 및 후두엽을 포

함한 여러 곳이었으나 주로 전두엽 쪽의 빈도가 많았다. 환례의 진술에 의하면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치면 잠시 심한 통증과 함께 어지러운 상태가 수 분간 지

<그림 2>   가정생활 중 두부외상의 발생 가능성을 찾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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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료 근로자의 키는 160cm로 환례의 키 

174cm에 비하여 작아서 동료 근로자 역

시 냉각수 파이프에 부딪치는 일이 발생

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태는 경한 정도이

고 빈도도 일 년에 한두 번으로 적었음

<그림 3>   필자가 방문 시 회사 측에 의해 동료 근

로자들이 동일한 두부외상을 당하지 않

게끔 파이프라인이 스티로폼에 의해 이

미 둘러진 상태임. 환례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파이프라인에 머리를 부딪쳤다고 

진술함

속되어 일어설 수가 없었으며, 한동안 앉아서 휴식하면 증

세가 나아졌고, 의식을 잃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다. 이런 

두부외상은 한 달에 한두 번 있었다고 하였다<그림 3>. 

동일 생산라인의 근로자는 조장 한 명을 포함하여 총  

11명이었으며 이 중 조장을 제외한 10명이 12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된 400톤 프레스기는 환

례 외 한 명의 근로자만 교대로 작업하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근로자들은 각기 자신들의 기계 앞에서 근무하여 동

일한 두부외상이 발생했을 기회는 없었다. 환례의 키가 174 

cm인데 반해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의 키는 160 cm여

서 동료 근로자 역시 냉각수 파이프에 부딪치는 일이 발생

하기는 하였으나 그 정도는 경미한 편이고, 빈도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였다<그림 4>. 환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파이

프라인에 머리를 부딪치는 것을 조장이 본 적이 있다고 하

였으며 동료근로자 역시 교대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

례가 머리를 부딪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고 증언하였다. 

연구자들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직접 공장을 방문했을 때

는 환례가 입원한 이후, 곧바로 회사 측에 의해 동료 근로

자들이 동일한 두부외상을 당하지 않게끔 파이프라인이 스

티로폼에 의해 이미 둘러진 상태였다. 복직 후 근무 중에는 

보호구로 안전모를 꼭 착용하게끔 조치하였다. 동일 작업장 

근로자에게는 안전모가 지급되지 않아 안전모를 사용한 적

은 없고 일반 창모자를 쓰고 작업하는 일은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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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례는 초진 시에 심한 두부외상이나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

여, 냉각수 파이프에 자주 부딪침이 만성경막하혈종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고 

연계시키지 못하였다가 두부외상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냉각수 파이프에 의

한 반복적인 외상이 있었음을 기억해 내었다. 혈종의 위치도 우측 전두-측두-

두정부에서 발견되어, 환례가 작업을 마친 후 기계 동작유를 교환하기 위해 돌

아서다가 주로 전두부 쪽에 외상을 입었다고 증언한 점을 감안하면 외상부위와 

혈종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광범위한 고밀도와 저

밀도 복합음영소견과 조영제 투여 후 2개 이상의 혈종막의 조영이 증가된 소견

은 시간을 두고 반복된 두부외상으로 인한 만성경막하혈종이라는 추론을 충분

히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환례의 혈종의 원인은 반복적인 두부외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만성경막하혈종의 원인은 대부분 외상이지만, 다른 유발인자를 항상 살펴보

아야 한다. 약물 또는 질병으로 뇌 탈수 현상이 있든지, 뇌 척수액 누공, 뇌실 

도관술 등으로 뇌압 감소 현상이 유발되면 교정맥이 울혈, 확장되고 이 혈관의 

과도한 신전은 출혈의 원인이 된다. 또한 노령 층이나 만성 알코올 중독자에서

는 생리적 뇌 위축 현상이 진행되어 뇌 용적이 감소되고 상대적으로 두개강 내 

공간이 생겨 혈종이 쉽게 형성될 수 있으며, 두개강 내압이 저하되어 혈종이 상

당한 크기에 이를 때까지 뇌압 증가나 국소 뇌압박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가 많고 고령에 따른 정맥자체의 취약성 때문에 경한 두부 손상으로도 쉽게 파

열되어 혈종을 형성하게 된다. 만성경막하혈종은 대개 교정맥의 파열에 의한 

정맥성 출혈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뇌경막에 부착되어 있는 동맥이

나 그 분지가 외상 순간 뇌의 이동에 따라 생겨나기도 하고, 외상뿐 아니라 대

뇌 피질부에 분포하는 동정맥기형이나 뇌동맥류 등과 같은 뇌혈관 질환, 혈우

병, 혈소판 기능장애, 간 기능장애 같은 혈액 응고 장애, 항응고제 사용 등에 의

해 유발될 수도 있다. 환례는 여러 유발인자와 질병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사를 

2726
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산업보건┃  2018 June Vol. 362

산업보건 2018 06_내지 0607.indd   27 2018-06-07   오후 3:53:07



기고

수행하였으나 모두 음성이었다. 환례의 키가 174 cm인데 반해 같이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의 키는 160 cm여서 동료 근로자 역시 냉각수 파이프에 부딪치는 

일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그 상태는 경미한 정도이고 빈도도 일 년에 한두 번 

정도였다. 그러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두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보다 정밀하게 관찰하고, 두부외상 등의 정확한 문

진을 통하여 만성 혈종을 진단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성경막

하혈종이 발견되면 그 원인추구에 있어서 반드시 업무관련성 여부를 의심해봐

야 할 것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역학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원인 조사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장 내 두부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하여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며, 작업 시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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