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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책손저림

손저림

손이 저리면“말초혈액순환장애때문이다”혹은

“중풍의 초기 증상이다.”라고 지레 짐작하고

미리 겁부터 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의학상식으로서 혈액순환장애에

의한 손저림은 매우 드뭅니다. 손저림 증상의

대부분은손목굴증후군(수근관증후군)이라고하는

국소적인 말초신경병 때문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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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혈액순환장애에서 나타나는 손저림의 특징

손저림 보다는 손가락의 통증이 더
흔한 증상입니다. 

손 특히 손가락 끝이 찹니다.

찬물에 손을 넣으면 손가락 끝이 희게
변합니다.

손의 땀 분비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팔목 부위의 맥박이 약해집니다. 

실제로는 매우 드문 질병입니다. 

뇌졸중에서 나타나는 손저림의 특징

갑자기 나타납니다. 

한쪽 손에서만 나타납니다. 

손바닥과 손등 양쪽에서 다
나타납니다.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입술주위가 저리거나 언어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신 마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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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굴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손의근육과바닥쪽손과손가락의감각을담당하는

정중신경이 손목에서 압박되어서 나타나는 질병

입니다. 

손목굴의 해부학적 구조

손목굴(터널)은손목의뼈와손목가로인대로

둘러싸인통로인데(그림) 손가락을움직이는근육의

힘줄과함께손바닥쪽으로들어가는정중신경이

통과합니다. 손목굴이원래좁기때문에정중신경이

이 부위에서쉽게압박될수 있습니다. 

엄지두덩근
위축

감각장애

긴손바닥인대

정중신경

노쪽손목굽힘근 힘줄

엄지굽힘근 힘줄

작은마름뼈

큰마름뼈알머리뼈

갈고리뼈

깊은손가락굽힘근 힘줄

얕은손가락굽힘근 힘줄

자동맥과 신경

가로손목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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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굴증후군 증상의 특징

손목굴증후군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년 여자에서 흔한 병입니다. 

갑자기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발병합니다. 

손바닥 쪽에만 증상이 있고 새끼 손가락이나
손등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한손만 심하게 저릴 수도 있지만 양손에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운전 도중이나 높은 곳에 있는 손잡이를 잡고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집니다. 

야간에 특히 잠을 잘 때 증상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다가 저려서 잠에서 깨어나서 손을
주무르거나 털게 됩니다. 

진행되면 엄지두덩이 근육이 위축되어
납작해져서 원숭이 손처럼 됩니다. 

엄지 손가락 기능 장애로 젓가락질이
서툴어지고 물건을 잘 떨어뜨립니다. 

증상은 항상 손에서만 나타납니다.

따라서 혈액순환장애에서나타나는 손저림증과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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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굴증후군의 원인

중년 여성 - 과도한 손목 운동

외상

류마치스성 및 골관절염

건염

갑상선기능저하증

유전분증

임산부

당뇨병

도움이 되는 자가진단 방법은?

손목굴증후군은 특징적인 임상 증상 때문에
쉽게 알게 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좀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손목을과도히구부리거나
제끼면저린증상이
심해집니다

그림처럼 손바닥을 꼭
쥐거나 손가락을 당기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이 방법은 증상이 심할
때 일시적으로증상을
경감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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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와 예방

치료

손목굴증후군의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보존적 요법은 신경의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 시도하고 손상이 심하거나 보존적
요법으로 호전되지 않으면 손목굴을 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구체적인 치료 방법의
선택은 치료 방법의 장단점을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존적 치료

손목 휴식

약물 요법

스프린트등의 보조기 사용

스테로이드 주사 요법

원인 질병에 대한 치료

예방

손목터널증후군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손목이나 손 운동을 억제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서 손목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손목굴증후군의 진단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증상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신경과
전문의의 진찰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경전도검사 및 근전도검사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액이나 소변검사등으로 원인
질환을 규명합니다. 

방사선검사( M R I혹은 C T )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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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저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위에신경과의사가있는병의원이

어디에있는지 궁금하십니까?

대한신경과학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