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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번에는 팔꿈치 관절의 관절염과 회내근 증후군(pronator syndrome)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 한다.

팔꿈치 관절염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선행 원인이 확실한 것으로는 관절면의 외

상, 관절의 세균성 또는 결핵성 감염, 류마티스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활막염 등이 대표적

이다. 이러한 이차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관절 연골의 손상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라면 연골의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영구적인 

기능 장애가 불가피하다. 일차성 퇴행성관절염 또는 골관절염은 50세 이상의 남성에서 많이 

발생하며 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 운동선수, 목발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등 주로 팔

꿈치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발생한다. 평소 힘든 일을 장기간 하는데 팔꿈치가 다 

펴지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 퇴행성관절염을 의심할 수 있다.

회내근 증후군은 원형 회내근(pronator teres muscle)에 의한 정중신경(median nerve)이 

눌리거나 만성자극으로 발생하는 신경장애이고 일반적으로는 비교적 드문 것이다. 증상의 발

생은 장작패기, 곁노질, 어항청소와 같이 반복적으로 팔꿈치를 사용한 후에 나타난다. 회내근 

증후군 환자는 전완에 국한된 만성적인 쑤시는 감각을 호소하고 전완의 작은 활동에도 피곤

하고 무거운 감각과 어색함을 호소한다. 같은 정중신경장애인 수근관 증후군과 달리 야간증

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러한 증상은 사소하게 여기고 지나쳐서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은 혈액순환이 안 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

경의 압박에 의한 것을 의심하고 진단을 하여야 한다.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김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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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관절의 퇴행성관절염

퇴행성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연골의 손상이나 퇴행성 변화로 인해 관절을 이루는 

뼈와 인대 등에 손상이 생겨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팔꿈치 관절에 생기는 관절염

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관절염, 혈우병성관절염, 통풍 혹은 가성 통풍성관절염, 손상 후 

관절염, 패혈성관절염, 연골 석화증, 신경병성관절 등으로 다양하다.

퇴행성관절염은 팔꿈치를 이루고 있는 상완골, 요골 및 척골의 관절면에서 발생한다. 특히 

상완골과 척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에서 연골이 닳고 골극이 생겨난다.

1. 발생원인

팔꿈치 관절에도 무릎 관절염과 같이 퇴행성관절염이 발생한다. 그러나 팔꿈치 관절은 체중 

부하가 되는 관절이 아니므로 퇴행성관절염이 흔하지 않다. 대개 팔을 과도하게 장기간 사용

하면 반복적인 작은 외상이 관절에 가해져서 관절연골의 퇴행성 변화, 골극의 형성이나 관절

의 변형으로 점진적인 운동장애와 관절의 강직을 보이게 된다.

퇴행성관절염은 관절 연골이 약화한 결과로 생긴다. 연골과 같은 내성이 강한 조직은 반복

되는 스트레스를 견뎌 낼 수 있다. 따라서 체중 부하 관절의 연골은 체중의 4~6배에 해당하

는 하중에 견딜 수 있다. 이러한 놀라운 내성도 반복적인 기계적 스트레스 및 연골의 약화(대

사 또는 해부학적 이상)가 있을 때 악화될 수 있다. 1~3)

퇴행성관절염은 노화와 동반된 퇴행성 변화로 이해한다.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미세 외상

(microtrauma)의 축적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특정 사람이 다양한 특정 미세 

외상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출되어 있으면 퇴행성관절염은 아주 일찍 발생한다.

작업장에서 더욱 쉽게   접하게 되는 미세 외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특정 공작 기계 및 물체에 의해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 및 충격

• 특정 동작과 자세로 인한 만성적인 부담

그러나 이 두 요소가 관절에 손상을 일으키는 방식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립되지 않았다. 

팔꿈치 관절염은 목수나 기계 작업, 정비 작업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의 우세 쪽에서 

호발하며 양쪽 팔꿈치가 같이 발생하기도 한다<그림 1>.

오랜 역학연구에서 공기압 드릴(Pneumatic Drills)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팔꿈치의 퇴행성

관절염이 일반인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 이와 같이 퇴행성관절염

에서 기계적 현상의 해로운 역할은 압박 부위의 연골 손상 부위와 특정 직업 활동에서의 퇴행

성관절염의 존재에 의해 증명된다.

직업성 근골격계질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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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관절염이 고령의 여자 환자에

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팔꿈

치 관절염은 50대 이후 남자에게 호

발한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포함하

여 특정 직업과 관련하여 퇴행성관

절염을 일으킬 위험이 증가한다. 앞

에서 언급한 공기압 드릴을 사용하

는 근로자 외에 땅을 파는 작업자

(digger), 대장장이(blacksmith), 석

공(stonemason) 및 금속 근로자

(metalworker)와 광부(miner)들에

서 팔꿈치 관절염 발생률이 높다. 

팔꿈치 관절염은 다음과 같은 동력 공구 사용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1)

1) 휴대용 전동 공구

•  공기압 드릴(40Hz 이하의 진동), 정(chisel, 금속 부품에서 그루터기(burr) 제거 용), 부샤

드 해머(Bouchard hammer, 석공이 사용되는 해머) 및 래머(rammer, 50~300Hz 사이

의 진동 공구)와 같은 충격식 기계

•  해머드릴, 착암기(percussion drill) 및 임팩트 렌치와 같은 로토 충격기(Roto- percus-

sion machines)

•  연마기(polisher), 그라인더, 체인 톱, 파워 톱(300Hz 이상의 주파수)과 같은 로터리 기계

(Rotary machine)

2) 위 언급된 기계 중 일부와 관련된 수공구, 특히 치즐링 작업(chiselling work)

3)     제조 중 손에 잡은 물체, 특히 연삭 및 폴리싱 기계 작업 및 스웨이징 기계(햄머링으로 튜브

의 직경을 줄이기 위한 기계)작업

4) 수동 타격 도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충격에 주로 노출되는 작업

• 대장장이의 작업, 판금 작업, 보일러 제작 및 가죽 작업과 같은 망치질 작업

• 토공 및 철거 작업

• 실러 건(sealer gun)을 이용하는 작업

• 네일 건(nail gun)과 리벳 건을 사용하는 작업

<그림 1> 작업장의 퇴행성관절염 유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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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상

일반적으로 퇴행성관절염은 열, 따뜻함, 부종, 통증, 압통을 포함한 팔꿈치 관절의 염증과 

운동 범위 감소가 나타난다. 팔꿈치 관절은 체중 부하가 되는 관절이 아니므로 관절염으로 인

한 통증은 무릎관절에 비하면 심하지 않다. 하지만 진행된 관절염일 경우 팔꿈치를 최대로 폈

을 때나 구부릴 때 통증이 심해진다. 

또 팔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는 등의 관절 운동 범위가 감소한다. 일부 환자

에서는 관절염 주위로 지나가는 척골신경의 압박이 동반되어 4, 5번째 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손가락 근육의 약화로 젓가락을 쥐는 힘이 떨어지는 것을 호소하기도 한

다. 손등, 엄지손가락 근육이 위축되어 힘이 떨어지기도 한다.

관절 내 유리체가 생기면 걸림 혹은 잠김 현상이 나타난다.

3. 진단

정확한 관절 상태 파악, 유리체, 골극 형성의 위치 및 정도, 관절염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

기 위하여 X-ray, CT, MRI 등의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팔꿈치의 관절운동을 관찰하면서 동통을 유발하는 검사를 시행해 볼 수 있다. 팔을 갑자기 

폈을 때 팔꿈치 뒤쪽에서 특징적인 통증이 나타난다. 엑스레이 사진이나 CT 사진을 보면 관절 

간격이 줄어들고 관절의 앞과 뒤쪽으로 골극들이 생기고 유리체 뼛조각이 보이기도 한다. 관

절염 환자와 정상인의 CT 사진을 보면 관절염 환자에서는 골극들이 생겨나서 서로 부딪히게 

된다. 7)

1) 이학적 검사

삼출액은 대개 생기지 않는다. 관절선에서 압통을 확인하며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해야 한다

(굴곡 시 손가락이 어깨에 닿아야 한다). 관절을 부드럽게 굴곡, 신전운동을 시킬 때 앞/뒤쪽 

골극이 있으면 충돌성 통증이 유발된다.

2) 영상검사

팔꿈치 관절의 AP, lateral view만으로 충분히 진단이 이루어진다. 골극, 관절간격 좁아짐

이 나타난다. 팔꿈치 관절의 앞쪽 및 뒤쪽에 다발성 유리체가 보일 수 있다.

4. 치료

경미한 가동제한으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치료는 종종 불필요하다. 

직업적으로 하는 동작이나 스포츠 활동의 수정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된다. 고령이거나 활동

력이 아주 제한된 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인공관절 성형술은 가급적 고려하지 않는다.

관절염의 초기 때는 소염진통제나 물리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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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으로 통증이 지속되거나 척골 신경증상이 현저하게 나타나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골극의 생성, 관절 안 유리체 등으로 인한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통증인 

경우는 수술적으로 이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증상완화에 필요하다. 7)

수술방법으로는 고전적인 개방적 수술과 관절경 수술방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관절 내 

병변인 골극이나 유리체를 제거하고 관절주위 연부조직의 구축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감소도 

관절낭 유리술을 통해 호전시킬 수 있다. 수술 전 척골 신경병변이 오래되고 심할 경우에는 수

술 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미약할 수 있으므로 조기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5. 재활

수술 후 재활로 관절 운동이나 일생생활은 바로 시작할 수 있으며 특히 관절경 수술은 회복

이 빠르며 근육이나 힘줄의 손상 없이 관절 안 병변을 제거할 수 있어 조기에 운동에 복귀할 

수 있다.

재활치료의 목표는 일부 통증의 완화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운동 범위인 굴곡 구축 30도에

서 최대굴곡 130도를 회복하는 데 있다.

6. 예방

예방은 어렵다. 의사가 줄 수 있는 조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관절주위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작업장에서의 자세와 행동의 좋은 습관에 익숙해져야 한다.

7. 업무관련성 평가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만일 팔꿈치 관절에 골극이 형성된 영상의학 소견이 있다면 퇴행성

관절염과 어떤 직업과의 연관성을 밝혀주어야 한다. 이러한 퇴행성관절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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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공구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공구의 종류와 무게 및 진동에 대하여 조

사를 해야 한다. 작업자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검사하도록 한다.

• 취급하는 물체의 무게

• 정적자세/반복 동작

• 공구의 무게/공구의 진동

• 손목의 굴곡/신전

• 팔꿈치 압박 또는 접촉

• 손으로 밀기/당기기

• 손을 망치처럼 사용

덴마크에서는 진동공구사용으로 인한 팔꿈치와 손목의 퇴행성관절염 인정요건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8) 9)

• 팔꿈치와 손목 관절에 특히 심하고 긴 시간의 진동을 노출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

• 최소 10m/sec² 이상의 진동에 매일 수 시간 동안 20년 이상 노출된 경우

회내근 증후군(pronator syndrome)

회내근 증후군이란 정중신경이 회내근(또는 원회내근)에 의하여 압박되어 발생하는 젓이다. 

회내근 증후군은 1951년 Seyffarth가 기술한 질환으로 Hartz10) 등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주로 

정중신경이 원형 회내근 아래를 지날 때 압박을 받아 신경병증을 나타내는 증후군이다. 임상

적으로 매우 드물고 수근관 증후군과 구분이 어려워 진단이 지연되거나 치료가 잘못되는 경

우가 많다.11) 또 double crush syndrome이라 하여 정중신경이 동측 수근부와 주관절 부위에

서 동시에 압박을 받아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것은 전완 회내근과 수지굴곡

근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 정중신경 중 운동만을 담당하는 기지인 전골

간신경(anterior interosseous nerve, 앞뼈 사이 신경)의 압박은 전골간신경 증후군을 유발

한다. 

정중신경의 압박은 상지에서 그 주행 경로를 따라 다양한 위치에서 일어날 수가 있으나 그 

대부분은 수근관 증후군을 일으키는 손목 부위에서의 압박이다. 

상지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될 수 있는 부위로는 이두박근의 섬유성 건막, 회내근, 천(수)지 

굴근의 섬유성 근막 등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초창기에는 수근관 이외의 

부위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되는 증례는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다소 모호한 임상 양상으

로 인해 그 실체도 명확하지 않았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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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내근의 기시는 상완골의 내측상과와 척골의 구상돌기(coronoid process) 안쪽이고 정지

는 요골(radius)의 중간 외측부위이다<그림 2>. 회내근의 작용으로 아래팔의 회내와 주관절의 

굴곡운동이 이루어진다.

1. 발병원인

회내근 증후군 증상에 대한 위험 증가

는 반복적인 팔꿈치, 손목 및 손의 움직

임으로 나무 자르기(chopping wood), 장

작 패기, 라켓 운동(racquet sports), 노 

젓기(rowing), 어항 청소와 같은 반복적

인 팔꿈치 운동 후에 나타나고 가끔 점진

적이고 이전의 분명한 외상이 없는 경우

가 많다. 역기 들기(weight lifting) 또는 

던지기(throwing)와 같은 움직임과 관련

될 수 있다. 18) 그러나 회내근 증후군은 남

성보다 여성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이 4

배 더 높으며, 해부학적 변이(구조적 변이)

가 주요 위험 요소임을 시사한다. 즉 회내

근 근육의 두 머리 사이를 통과하는 정중

신경을 압박할 수 있다고 느껴진다. 그러

나 전완에서의 회내근 근육의 증가된 근

육 부피(근육 비대)는 증후군의 원인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또 회내근 증후군이 우세 손 쪽에

서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 회내근 증후군은 40~50세 사이의 사람들에

게서 가장 흔하게 진단된다. 11)

2. 회내근 증후군(pronator syndrome)의 증상

정중신경이 회내근에서 압박을 받는다면, 전완 전면에 쑤시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다. 무감

각이나 감각이상 증상이 손바닥을 포함한 정중신경 분포부위에 나타난다. 전골간신경 증후군

의 경우 감각이상의 호소는 나타나지 않고, 근력약화가 급성으로 발생할 수 있다. 통증은 운

동과 함께 증가되고 휴식과 함께 감소된다.

반복적인 전완의 회내는 회내근의 과사용을 초래한다. 회내근이 뻣뻣해진 상태로 주관절 

신전, 회외 동작과 같이 회내근을 신장시키는 동작을 하면 저림이 유발될 수 있다. 수지굴곡

<그림 2> 원회내근에 의한 정중신경 압박

A.  정중신경은 주와를 지나면서 

회내근의 기시부 사이로 지나간다.

B.  천지굴극의 건 아래로 지나간다. 

원회내근을 지나가면서 

전골간신경을 낸다.

정중신경

내측상과

원회내근

천지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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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과 상완이두근 또한 단축되어 있을 수 있다.

• 아래팔의 불편감과 간헐적인 몸쪽 팔 쪽으로의 방사통이 나타난다.

• 반복적인 무리한 동작(웨이트 트레이닝, 운전 등)이 종종 증상을 악화시킨다.

• 정중신경 분포 부위에 전부 혹은 감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3. 진단

회내근에 의해서 전골간신경이 압박을 받으면(전골간신경증후군이라고도 한다), 첫째와 둘째

손가락으로 작은 물체를 집어 올리기가 힘들어진다. 셔츠의 단추를 잠근다든가 소매를 걷어 올

리는 등의 일상생활, 타이핑, 글씨쓰기, 요리에 지장 받을 수 있다.

1) 과거력

장기간의 활동 후에는 팔뚝에 불편함과 통증을 느낄 

수 있다. 통증은 종종 손목 쪽으로 팔뚝 아래로 퍼진다. 

때로는 증상이 팔꿈치에서 어깨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에는 감각 이상을 느낄 수 있으며, 손

의 정교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호소할 수도 있다. 증상

은 일반적으로 활동, 특히 힘을 주면서 집는 동작 또는 비

틀림 동작과 함께 더 심해진다. 증상은 일반적으로 휴식

과 함께 회복된다. 손목 터널에서 정중 신경 압축과 달리 

야간 증상은 흔하지 않다.

2) 진찰(이학적 검사)

회내근 증후군에서의 이학적 검사는 회내근 부위의 전

완에서 압통을 포함한다. 회내근의 편측 비대가 발견되기

도 한다. 증상은 팔뚝의 저항성 회내로 인해 종종 증가한

다. 10)<그림3>

손목터널증후군(CTS)과 마찬가지로 회내근 증후군에

서 정중신경을 압박하면 엄지 관절의 근육에 통증이나 

이상이 생길 수 있다. 13) 정중신경이 팔꿈치 근처의 회내근 

근육에 들어가는 지점을 촉지하면 반응으로 팔뚝의 굴

곡 표면에 압통이 있을 수 있다. 회내근 압박 검사는 중요

한 임상 특징이다. 14) 전골간신경 증후군의 경우 엄지와 검

지로 원을 만들 수 없는 원 만들기에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즉, 오케이 신호를 이쁘게 못 만든다.<그림 4> 

<그림 3> 회내근 증후군의 저항 테스트

<그림 4> 오케이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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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 검사는 정중 신경이 분포하는 팔뚝과 손의 근육(예: 팔뚝 회내근, 손목 굴근 및 손가락 

굴근)의 위축을 확인할 수 있다.

3) 검사

실험실 혈액 검사(CBC, 요산, 적혈구 침강 속도[ESR] 및 항핵 항체 검사)는 일반적으로 이 

질환의 진단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아니다. 정중 신경 포착의 다른 위치(예: CTS, 경

추부 신경근증, 흉곽출구 증후군)를 배제하기 위해 근전도 검사(EMG) 및 신경전도 속도검사

(NCV)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NCV 검사가 항상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 15)

신경 압박을 하는 뼈 또는 연조직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X-선 및 자기 공명 영상 (MRI)을 수

행할 수도 있다.

4) 감별진단

같은 정중신경포착 신경병증인 회내근 증후군과 수근관 증후군의 감별 점은 정중신경의 수

장부 피부 분지에 의해 지배받는 무지구 부위의 피부에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또 야간에 동통을 호소하는 경우는 수근관 증후군에서만 흔하고 수근부에서의 동통이 

손과 근위 전완부로 방사되는 경우도 많으나 회내근 증후군의 경우에는 주로 주관절 부위에 압

통이 있거나 tinel sign이 양성으로 나온다는 것이다. 16) 회내근 증후군의 경우에 phalen 검사

상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보고에 따라 50% 이상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 수근

관 증후군과 감별하는데 신뢰성이 떨어진다. 16)

4. 치료

일차치료는 경구 소염제의 투여와 재활치료이다.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 초음파로 보며 

국소 주사요법과 같은 대증적인 치료법을 포함할 수 있다. 환자는 증상을 증가시키는 움직임과 

무리한 힘을 피하기 위해 활동을 수정해야 한다. 환자는 팔다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

조기 또는 부목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치유가 완전하게 일어나도록 영향을 받는 

팔과 손을 일시적으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물리치료는 단단한 근육을 느슨하게 하고 영향을 

받는 부위에 힘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증적 치료가 실패하면 감압 수술이 필요

할 수 있다. 3~6개월 동안의 비수술적 치료로 호전이 되지 않으면 수술을 고려한다.

5. 예후

회내근 증후군의 결과는 우수하다. 대증치료를 받는 회내근 증후군 환자의 약 50%는 4개월 이

내에 증상의 호전을 경험한다. 정중신경 감압술을 받은 환자의 90%까지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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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복귀

직장에서의 반복적인 움직임의 결과로 회내근 증후군이 발병할 수 있다. 직장 관련 활동의 

결과로 회내근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상해를 보고하도록 한다. 회내근 증후군

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는 궁극적으로 직업에 필요한 반복적인 유형의 운동을 피하기 위해 작

업제한이 요구될 수 있다. 손상의 정도, 관련된 운동 및 감각 결손, 그리고 일의 유형은 필요

한 작업 제한 또는 작업환경개선 방법을 결정한다.

대부분의 활동은 수술 전과 수술 후 기간 동안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다. 내성에 적합하게 

강력한 잡기(grip)를 제한하는 것이 초기 단계의 핵심이다. 무거운 활동으로는 점진적으로 복

귀하는 것이 적절하다. 17) 재손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작업 수행과 함께 적절한 생체 역학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에 대한 인체 공학적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18)

작업복귀의 열쇠는 할 수 없는 일 대신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근로자와 의사소통

을 하는 것이다.

결론

팔꿈치 관절염의 대부분은 무리하게 관절을 써서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닳아 나타난다. 연

골이 닳을 경우 관절이 파괴될 수 있는데, 통증과 함께 관절 운동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 관

절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팔꿈치 관절염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

회내근 증후군은 수근관 증후군 다음으로 흔한 정중신경 압박이 원인이다. 11) 회내근 증후

군은 모든 정중신경 포착장애의 1% 미만을 차지한다. 19)

회내근 증후군은 팔꿈치 굴곡 주름(cubital fossa 또는 elbow pit)에서 팔꿈치 굴곡 주름 (

팔꿈치 굴곡 주름)의 바로 아래(원위)에서 정중신경이 압박되어 통증과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상태이다.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관절염과 신경압박증후군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학 연구결과들은 아직까지 얼마동안 어느 정도의 강도로 해당부위에 신체적 

부담을 받았을 때 발병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체중 부

담을 받지 않는 관절의 관절염은 20년 이상의 근무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덴마

크의 인정기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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