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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손목 부위의 통증은 대부분 건과 건초에 발생하는 염증성 또는 퇴행성 과정으로 유발된다. 건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강한 섬유의 묶음 또는 띠를 말한다. 이것은 근육에서 뼈로 힘을 

전달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힘줄 장애(tendon disorder)란 힘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는 의학적 상태이

다. 이러한 장애는 두 종류의 힘줄에서 발생하는데, 덮개(sheath)가 없는 힘줄<그림 1>과 덮

개가 있는 힘줄<그림 2>이 있어서 건염(Tendinitis)은 덮개가 없는 힘줄의 장애이며 건초염

(tenosynovitis)은 덮개가 있는 힘줄의 장애이다. 진단은 이러한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건윤활

막염(peritendonitis), 건초염(tenosynovitis), 건염(tendonitis) 등으로 한다. 

<그림 1> 덮개(sheath)가 없는 건 <그림 2> 덮개(sheath)가 있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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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부위 통증은 근로자들이 흔히 호소하는 증상으로 자기 보고방식으로 조사한 유병율

은 약 30~45%이다.1, 2) 증상은 항상 임상적인 소견을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 부종이나 염발음

(crepitation)을 동반한 건염/건초염의 유병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보고마다 차이

가 커서 높은 경우는 18%까지 보고한 경우도 있다.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112만 명이었던 건초염 환자가 2012년에는 136만 명으

로 21.3%가 증가했으며, 성별 통계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6) 건

초염 환자 2명 중 1명이 40대·50대였다. 관절 퇴행이 시작되는 40대·50대와 출산 후 산모에게 

잘 생기는 것이다.7)

여기서는 손과 손목의 건염/건초염과 직업적인 위험요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들을 정리

하고자 한다. 

건염/건초염의 정의

1. 건염이란?

전통적으로 건염(tendinitis, 또는 tendonitis)은 힘줄의 염증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힘줄(건)은 

강하고 매끄럽고 반짝이는 섬유로 만든 밧줄 모양의 구조물이다.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활동, 힘

을 주는 동작, 불편하고 정적인 자세, 진동 및 국부적인 기계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힘줄의 섬유들

은 마모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찢어질 수 있다. 이러한 힘줄의 변화는 염증 반응을 유발한다. 

염증은 조직이 국소적으로 손상을 입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염증이 있는 힘줄은 두껍고 울퉁불퉁하며 불규칙해진다. 조직이 치유될 수 있는 휴식과 시간이 

없으면 힘줄이 영구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힘줄 장애는 염증 반응과 힘줄 변성 사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의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술 중 검사되는 힘줄은 종종 힘줄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은 손상만을 나타낸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염증이 힘줄 장애의 초기 징후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건염이라는 용어는 염증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힘줄병증(Tendinopathy)” 또는 “힘줄증(tendinosis)”은 증상이 있는 힘줄과 관련된 만성 통증을 

설명하는 데 선호되는 용어이다.8)

산업보건┃  2017 April Vol. 348

4140함께(With), 활기차게 사는 건강한 세상, 산업보건입니다.



2. 건초염이란?

건초염은 건초낭의 염증이다. 건초염은 힘줄(건)을 감싸고 있는 혈액조직에 염증이 생겨 힘줄 

부위가 붓고 통증이 느껴지는 질환이다. 덮개의 내벽은 활액이라고 불리는 미끄러운 액체를 만들

어 내고 힘줄을 윤활시킨다.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활동, 강한 힘, 불편한 자세, 진동 및 국부적

인 기계적 응력(mechanical stress)으로 인해 윤활 시스템이 오작동 할 수 있다. 유체가 충분하지 

않거나 윤활 품질이 나쁜 유체가 생성될 수 있다. 윤활 시스템이 고장 나면 힘줄과 그 덮개 사이

의 마찰이 발생한다. 이것은 힘줄 덮개의 염증과 붓기로 이어진다.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면 

섬유 조직이 형성되어 힘줄을 두껍게 만들고 힘줄 운동을 방해한다.8)

건염(tendinitis, tendonitis)은 힘줄의 염증을 가리킨다. 더 일반적인 건증과는 증상이 비슷하

지만 다른 치료 방법을 요구한다.9) 건초염은 우리 몸 어떤 곳에서도 생길 수 있지만 주로 손목에 

많이 발생한다. 

손과 손목에 생기는 건염과 건초염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손과 손목의 건초 병증에는 건

초염, 건염, 드퀘르벵 병 및 듀피트렌 구축과 같은 다양한 진단이 포함된다.

   • 굴곡근 건병증(Flexor tendinopathy) : 손목과 손바닥 쪽의 힘줄 장애.

   • 신전근 건병증(Extensor tendinopathy) : 손과 손목의 뒤쪽에 있는 힘줄의 장애.

   • 굴곡근 건초염(Flexor tenosynovitis) : 손목과 손의 손바닥 쪽에 있는 힘줄 덮개의 염증.

   • 신전근 건초염(Extensor tenosynovitis) : 손과 손목의 뒤쪽에 있는 힘줄의 염증.

   •   드퀘르벵 병(De Quervain’s disease) : 엄지 기저부에서 힘줄 덮개의 염증. 손과 손목의 대표적인 

건초염의 하나는 무지(엄지손가락)를 움직일 때 손목의 무지 쪽에 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장무지

외전근과 단무지신근의 무균성 건초염이다. 

   •   듀피트렌 구축(Dupuytren’s contracture) :  듀피트렌이란 이 질환을 맨 처음 발견한 프랑스 의사의 

이름이다. 이것은 손바닥의 피부 밑 건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발병한다. 대부분 50, 60대의 

남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당뇨와 음주와 관련이 있고 유전적 성향도 있다. 또한 주로 손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많이 발병한다.

건염/건초염의 원인

건염/건초염은 기저 병태가 원인일 수도 있다. 건을 둘러싼 건초에 포도상구균이나 결핵균에 

의한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길 수 있지만 드물다. 그 외에 통풍과 류마토이드 관절염 이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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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는 만성건초염도 있다. 이처럼 건염/건초염을 초래할 수 있는 병태들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류마티스 관절염 

   • 경피증 

   • 통풍 

   • 당뇨병 

   • 라이터 증후군 또는 반응성 관절염 

   • 임질 

신체 어느 부위나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탈이 난다. 그 중 건염/건초염은 힘줄을 무리하게 사용

할 때 생기는 질환이다. 직장일이나 수공예, 가사 등으로 장시간 손을 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기 

쉬우며 여성에게 많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때로는 갱년기 여성에

게 많이 일어나는 데 이건 호르몬의 영향으로 건초가 줄어들거나 딱딱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는 

나이를 먹음으로 손가락의 관절이 딱딱해지면 건초도 딱딱해지기 때문에 건초염이 일어나기가 

쉽다. 손과 손목의 건염/건초염이 일어나는 원인으로는 손과 손가락의 과도한 사용이 있다. 

손 및 손목 건염/건초염과 관련된 높은 위험 직업 활동으로는 조립 라인 작업, 육류 가공, 제

조, 편직, 잡초 제거, 타이핑 및 피아노 연주가 있다. 손이나 손가락을 많이 쓰는 직업군에서 일

어나는데 집필활동과 가사, 간병, 육아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목수, 치과의사, 음악가 및 사

무직과 같은 특정한 직업은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및 많은 반복과 같은 위험 요소

에 노출된 근로자는 손 및 손목 건염/건초염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다. 이처럼 작업으로 

인해서 손과 손목 건염/건초염을 유발하는 인자들은 손목에 기계적인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가

설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다.10~13)

새로운 생체  역학 모델에 따르면 기계적 부담은 휴식의 백분율로 표현된 손사용의 강도, 기간 

및 인체공학적 요소(손목 운동 횟수), 움직임에 관련된 힘과 손목의 위치 등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고 한다.14) 

그러나 같은 사람의 경우에도 가능한 위험인자의 다른 조합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병기전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동시에 개인적 요인(예 : 성별, 

건강상태, 과거 외상력, 여가시간 활동 등) 또한 근골격계질환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

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15~17)

위험 요인은 단일(힘, 반복, 자세 및 진동) 또는 결합(힘과 반복, 반복적인 들어올림 및 극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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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세)으로 문헌에 기술되었다. 단일 및 복합 업무관련 위험요소를 조사한 주요 연구 결과는 아

래 표에 요약되어 있다<표 1>.

<표 1> 건염/건초염과 관련이 있는 직업적 위험요인

위험 요인 연관성에 대한 소견

반복성

(Repetition)

·�반복적으로�한�방향의�작업흐름(repetitive�one-way�workflow)이�진행되는�경우에는�
손가락�굴곡근의�건초염과�강한�연관성이�있다.�여기에서�강한�연관성이란�위험비가�4.0을�
초과하는�경우를�말한다.�

·�반복적인�손가락의�움직임과�나사못을�드라이버로�조이고�푸는�작업(driving�screws)은�
드퀘르벵�병과�중등도�이상의�연관성이�있다.�여기에서�중등도의�연관성은�위험비가�

2.5이상�4미만인�경우를�말한다.

힘

(Force)
·�손과�손가락에�강한�힘을�필요로�하는�작업은�드퀘르벵�병과�중등도의�연관성이�있다.

자세

(Posture)
·�정밀한�손가락�움직임,�손바닥으로�압박을�하는�작업,�테니스�라켓을�감아쥐기는�것�같은�

자세는�드퀘르벵�병과�위험비가�중등도�이상의�연관성이�있다.

진동

(Vibration)
·�진동은�드퀘르벵�병과�중등도의�연관성이�있다.�진동은�상완의�통증과는�강한�연관성이�

있다.�여기에서�강한�연관성은�위험비가�4를�초과는�경우를�말한다.

위험�요인의�결합

(Combinations�of�risk�
factors)�

·�손과�손가락에�강한�힘을�필요로�하는�작업과�고도의�반복성이�결합된�작업,�반복적인�

들기와�많이�불편한�자세(extreme�postures)가�결합된�작업은�손과�손목의�건염/건초염과�
중등도�이상의�연관성이�있다.

손과 손목의 건염/건초염의 단일유해인자로는 동작의 반복적인 동작, 높은 강도로 작용하는 

힘, 자세 및 진동 등이 있다. 각각에 대해서 연구문헌들을 통해서 연관성을 정리하였다. 

1. 반복적인 작업동작(Repetition) 

기존 연구문헌을 근거로 볼 때 반복적인 작업동작과 건염/건초염 간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거나 제한적이다.

Le Clerc 등18)은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 반복적인 타격(repetitive hitting)과 손과 손목의 건

염/건초염 사이의 유의하지는 않지만 위험이 증가한 것(OR 2.16, 95% CI : 0.96-6.44)을 보고하

였다. Amano 등19)은 단면연구에서 엄지손가락이 아닌 손가락 굴곡근의 반복동작과 건염/건초염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보고하였다(OR 12.8, 95 % CI : 5.5-29.8). 이 연구는 신발 제조에서 조립

라인 작업자들과 그렇지 않은 작업자들을 비교한 연구였다. 조립라인 작업자와 비교군의 작업 사

이에 주요한 차이점은 한 방향으로 작업흐름이 진행되고 작업자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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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Petit le Manac’h 등20)은 단면연구에서 고도의 반복동작을 하는 작업과 드퀘르벵 병 사이

의 중등도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OR 2.4; 95% CI : 1.3~4.4, p = 0.003). 1일 2시간 이상 지속

적으로 반복적인 손목을 굴곡하는 작업(OR 3.8, 95% CI : 2.1~7.1, p <0.001), 하루 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나사못 돌리는 작업(OR 5.9, 95% CI : 3.0~11.5, p <0.001)에서 중등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2. 손과 손목에 작용하는 힘(Force)

Petit le Manac’h 등20)은 횡단면 연구에서는 고강도 물리적 요구(Borg Scale 13 이상 점수

로 정의)와 드퀘르벵 병 사이의 중등도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OR 2.7; 95% CI : 1.4~5.2, p = 

0.003). 이 외에 힘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확인하기 어렵다. 

3. 작업자세(Posture)

Petit le Manac’h 등20)은 단면연구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손가락을 정밀하게 움직이는 작

업(precise finger movements)과 드퀘르벵 병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OR 2.8, 95% CI : 

1.5~5.4, p = 0.001). 또한, 하루 2시간 이상 손바닥으로 누르는 작업(pressing with the base 

of the palm)(OR 3.2, 95% CI : 1.4~7.4, p = 0.007), 하루에 4시간 이상 글러브를 끼우는 작업

(OR 2.5, 95% CI : 1.3~4.8, p = 0.006)과 연관성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하루에 2시간 이상 손 

도구를 사용하거나 4시간 이상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는 작업과 드퀘르벵 병 사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Tagliafico 등21)은 단면연구에서 동양 스타일의 포핸드 그립

<그림 3>과 드퀘르벵 병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OR 15.9, 95% CI : 1.8~138.11, 

p = 0.012). 라켓을 잡는 스타일

에 따라서 동양 스타일<그림 3>은 

요골 측의 손상을 받기가 쉽고 서

양 스타일<그림 4>은 척골 측의 

손상을 받기가 쉽다고 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테니스 라켓을 들고 

있는 자세와 작업시의 유사한 손

목 자세에도 적용할 수 있다.<그림 3> Eastern Grip <그림 4> Western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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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동(Vibration)

Petit le Manac’h 등20)은 단면연구에서 진동식 손 도구를 하루에 2시간 이상 사용하는 작업과 

드퀘르벵 병 사이의 연관성을 보고하였다(OR 2.6, 95% CI : 1.2~6.0, p = 0.021). Bovenzi 등22)

은 단면연구에서 임업 종사자가 진동공구를 사용하는 것과 손목과 팔뚝의 지속적인 통증 사이에 

양반응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7.5 m/s2 미만의 진동에 노출되면 지속적인 통증의 위험이 증

가하고(손의 OR 10.3, 손목의 OR 6.4), 7.5m/s2 이상의 진동에 노출되면 지속적인 통증발생의 

위험이 훨씬 더 증가한다고 하였다(손의 OR 22.1, 손목의 OR 11.3).

 5. 위험요인의 중복 노출(Combined risk factors) 

암스트롱(Amstrong TJ)23)은 단면 연구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반복성과 힘의 중복노출에 의

한 영향을 조사하였다. 고도의 힘(40N 이상)과 반복적인 동작(주기가 30초 미만 또는 동일한 동

작 패턴이 주기 중 50%이상을 점유하는 작업)에 노출되는 경우 손과 손목의 건염/건초염과 연

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OR 4.46, 95% CI : 2.08-9.55; p = 0.0001). 그러나 그 외의 힘

과 반복동작에 중복노출(낮은 반복의 낮은 힘, 높은 반복의 낮은 힘, 낮은 반복의 높은 힘)되는 

경우에는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Luopajarvi24)의 단면연구는 고속으로 반복동작을 하는 

경우(repetitive motion at high speed), 정적인 근육 작업(static muscle work), 손/손목의 매

우 불편한 자세와 반복적인 들기 작업/극한 작업(extreme work positions of hands/wrist and 

repetitive lifting)의 중복노출이 되는 조립라인 포장 작업자들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손목

의 신전근 건초염과 강한 연관성을 발견하였다(OR 12.3; 95% CI : 5.6~27.0). 그리고 손목의 굴

곡근 건초염과도 연관성을 보고하였다(OR 2.8, 95% CI : 1.3~6.0).

건염/건초염의 증상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염증, 부기 및 통증이 가장 흔하다. 힘줄 장애의 임상적 증상은 손

상 부위에 통증이 있음을 특징으로 한다. 건염/건초염이 심해질수록 통증의 지속성이 늘어난다. 

심하면 휴식 시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아픈 부위의 피부색이 빨갛게 변하거나 붓는데, 증상이 

심하면 열이 나는 경우도 있다. 손발이 저리고 떨리기도 한다. 운동이나 일한 후 관절이 시큰거리

고 손·발이 떨린다면 ‘건염/건초염’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학적 검사에서는 영향을 받은 힘줄 위

의 부위를 만졌을 때의 압통을 호소하고 붓기, 발적 및 운동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추가 증상으로

는 관절 부위의 약화와 힘줄을 따라 발생하는 덩어리가 있을 수 있다. 만지면 이 부위는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근력이 약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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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염/건초염에 걸리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관절 경직으로 관절을 움직이기 어려움 

   • 관절의 붓기 

   • 관절의 통증 및 동통 

   • 힘줄이 위치한 피부의 발적 

건초염의 진단 

건염 또는 건초염을 진단할 때 정형외과 전문의가 철저한 검사를 할 것이다. 병력 검토, 시진 

및 이학적 검사를 함께한다. 건염/건초염의 진단 시에 필요한 검사는 의사가 직접 진찰하는 이학

적 검사이다. 의사는 발적과 붓기가 실재하는지 확인한다. 의사는 또한 환자에게 감염된 부위를 

움직여보라고 요청하고 통증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 혈액검사로 염증반응 수치를 측정하는 

것도 진단에 도움이 된다. 손목을 구부리는 것과 같은 특정 동작은 더 명확한 진단을 위해서 필요

할 수 있다. 영향을 받는 부위에서 힘줄 덮개가 두꺼워져서 날카롭게 탁탁하는 소리가 나거나 삐

걱 거리는 소리(Crackling or creaking sounds)가 들릴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건염이나 건초염의 진단은 의사의 검사를 기준으로 한다. 비록 엑스레이 검

사로 골절을 배제하고 칼슘 침전을 배제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엑스레이 검사로는 

힘줄이 나타나지 않는다. 뼈에 생긴 이상이 아니므로 X-ray상으로는 이상 소견이 없다. 초음파 

또는 MRI(자기공명영상)와 같은 검사는 다른 조건과 관절염 같은 다른 잠재적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서 실시할 수 있다.

건초염의 치료

건초염의 치료는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염증 발생 부위의 사용을 최대한 자

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부하 된 부분에 휴식을 주어야 한다. 건초염 초기 1~2일은 통증 부위를 

사용하면 안 된다. 쉬면서 찜질을 병행하면 좋다. 붓기나 열감이 있을 때는 냉찜질이 좋고 열감이 

없고 통증만 있을 때는 온찜질을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 냉찜질은 얼음을 수건

으로 감싸서 하면 된다. 온찜질은 수건을 물에 적셔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온기가 식을 때까지 한

다. 찜질은 20~30분 씩 1일 2회 정도 하면 좋다. 환부를 고정하는 보조기나 밴드를 착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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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상태에 따라 의사의 지시에 맞춰 약물치

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힘줄 장애의 치료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며 수술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효과적인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개입이 필수적이다. 장애를 일으켰거나 가중시킨 활동을 피하면 그 

상태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는다.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s)의 사용은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다. 얼음이나 열의 적용, 마찰 마사지,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 피부를 통한 피부 전기신

경자극(TENS), 초음파 및 이온삼투요법도 사용된다. 이온도입법(Iontophoresis)은 약물의 용액

에 작은 전류를 가함으로써 특정 수용성 약물을 국부적인 조직영역으로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 중 일부의 효능은 완전히 평가되지 않았다.

건염 또는 건초증을 치료할 때 주요 목표는 염증과 통증을 줄이고 특정 운동을 통해 힘줄의 하

중 내구성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건염/건초염의 치료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 직업/물리 치료

   • 얼음, 휴식 및 동작 수정

   • 항염증제 투여

   • 부목 또는 고정

   • 스테로이드 주사

   • 수술

건초염 환자는 치료를 받으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 건염/건초염을 방치하면 심할 경우 힘줄

이 끊어지고 관절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병태를 일으킨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힘줄 손상이 영구적이 될 수도 있다. 힘줄 손상이 영구적인 경우, 관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절이 경직되고 운동이 제한될 수도 있다.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협착에 의한 경우나 재발이 계속되는 경우는 수술 하기도 한다.25) 그래서 

건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활동 부위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중요

하다. 초기에는 부목으로 부상 부위를 고정하거나, 찜질과 휴식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만, 심

한 경우 약물이나 주사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으며 극심한 경우에는 수술치료도 필요하다.  

아무리 치료를 잘해도 관리를 못하면 소용없다. 염증이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환부 사용을 최

대한 자제하고 무리한 힘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일단 힘줄 장애가 치유되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이나 물리치료를 받도록 한다. 근육 강

화는 힘줄을 부상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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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염/건초염 예방

몸을 움직일 때는 서서히 몸을 풀고 운동의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며 굳었던 몸을 풀어줘야 한

다. 특히 손을 쓰기 전에 주먹을 쥐고 원을 그리듯 돌려주면, 손목에 쌓인 근육과 신경의 긴장이 

해소된다. 평소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를 통해 관절이나 근육을 강화시키고, 신체 부위에 무

리를 줄 수 있는 반복적인 동작의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다. 

힘줄 질환은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의 활동, 힘이 드는 노력, 어색하고 정적인 자세, 진동 및 국

부적인 기계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힘줄 장애의 예방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치료

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작업 관행 및 장비의 올바른 설계는 반복적인 움직임, 불편한 자세 및 정적 자세(한 위치에서

의 소요 시간)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직업 디자인은 힘이 드는 운동을 할 필요성을 최

소화하고 휴식과 일하는 것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반복동작을 해야 할 

때는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통증이 시작되었다면 발병 부위의 사용을 줄이고, 

찜질과 마사지, 보호대 착용을 통해 통증 부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힘줄에 힘이 들어가는 

일을 50분 한다면 10분 정도는 쉬면서 관절을 주무르거나 돌리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다. 운동

이나 일이 끝나고 뜨거운 수건으로 관절 부위를 찜질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26)

손과 손목질환의 일차 예방은 업무의 변경과 개선(job modification), 작용하는 힘의 저감

(reductions in force) 및 반복적 및 자세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통해 달성 될 수 있다.

힘줄 장애의 예방은 또한 훈련과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 성공하려면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해야 한다. 근로자, 관리자, 건강 및 안전 대표자 등 모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결론

손목과 손가락에는 팔의 근육부터 건이라고 하는 근육이 늘어져 있어서 뼈와 근육을 잇고 있

다. 건초는 건을 감싼 터널 같은 것으로 손가락을 움직일 때 건이 전차처럼 건초 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아무 문제가 없으면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손가락을 너무 쓰게 되면 건과 건초가 찢

어져서 염증이 발생, 붓거나 아프고 손가락을 움직이기 힘들어진다.

건염/건초염은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이나 키보드를 많이 쓰는 직장인, 피아니스트, 만화가 등의 

직업병으로 알려져 있다. 건염/건초염에 걸리는 원인은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데 있다. 무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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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활동)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할 경우에 많이 생긴다.

손과 손목의 건염/건초염의 발생에 있어서 직업 위험요인의 역할을 조사한 문헌은 제한적이

다. 각 요인을 조사한 연구의 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에서 사용된 진단 기준의 이

질성과 위험요인의 노출 상황을 조사하는 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작업과 건염/건초염과의 

연관성에 대해 어떤 강력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런데도 손과 손목의 반복동작, 힘, 자세, 진동과 이들의 중복노출은 건염/건초염과 연관성에 

대해서 제한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초염은 당장 수술해야 하는 중증 질환은 아니지만, 가벼운 통증밖에 없다고 방치하면 만성

질환이 되어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증상이 심해지면 엄지손가락을 펴는 게 힘들어진

다. 증상이 심해지면 수술해야 한다. 

건염/건초염이 일어났다면 손가락을 쉬게 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제일 좋다. 가벼운 경우라

면 안정을 지키는 걸로 증상은 개선된다. 직업상 손가락을 자주 쓸 때는 안정을 지키는 게 어려울

지 모르겠지만 만성화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쉬는 게 좋다. 1시간에 10분 정도, 손을 쉬는 

시간을 만들고 테이핑을 하여 손가락 관절의 움직임을 제한하여 증상을 완화하는 것도 효과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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