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irst Aid (응급처치)

- 손 -



1. 손 해부학(총론)

X

손은 손가락과 손목을 움직이는 37개의 근육이 복잡하
게 작용하고 있다. 손목관절은 요골, 척골의 끝부분과 수
근골 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8개의 뼈가 이루는 관절이다. 

손에는 4개의 원위부 지절관절, 
5개의 근위부 지절관절, 
5개의 중수지관절, 
5개의 수근중수골관절, 
요수근 관절
수근중앙관절, 
척수근 복합체관절, 
원위부 요척관절이 있다.



1. 손 해부학(뼈)

X

수근골(8)
손목을 구성하는 뼈. 4개씩 2줄로 위치
근위 수근골(요골과 척골에 접함):주상골, 월상골, 삼각골, 두상골,
원위수근골: 대능형골, 소능형골, 유두골, 유구골

중수골(5) 
손에 위치한 길고 얇은뼈, 수근골과 수지골 연결

수지골(14) 
손가락을 구성하는뼈,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 각 3개의 뼈로구성
엄지손가락뼈(2): 기절골(첫마디 손가락 뼈) 말절골(끝마디 손가
락 뼈) 2-5지 뼈(12): 기절골, 중절골(중간마디 손가락 뼈), 
말절골



1. 손 해부학(손목)



1. 손 해부학(근육-구부리는 근육)

X 요측수근굴근(Flexor carpi radialis)
요측 쪽을 지나 손목을 굴곡시켜주는 근육

척측수근굴근(Flexor carpi ulneris)
척측 쪽을 지나 손목을 굴곡시켜주는 근육.

장장근(Palmaris longus)



1. 손 해부학(근육-구부리는 근육)

장무지굴근
(Flexor pollicis longus) 
엄지를 구부리는 긴 근육

단무지굴근
(Flexor pollicis brevis) 

엄지를 구부리는 짧은 근육

천지굴근
(Flexor digitourm superficial)

손가락(2-5)을 구부리는 겉에 있는 근육

심지굴근
(Flexor digitourm profundus)

손가락(2-5)을 구부리는 속에 있는 근육

소지굴근
(Flexor digitourm minimi)
새끼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



1. 손 해부학(근육-펴는 근육)

장요측수근신근
(Extensor carpi radialis longus)

요측쪽을 지나 손목을
신전시켜주는 긴근육

단요측수근신근
(Extensor carpi radialis brevis)

요측쪽을 지나 손목을
신전시켜주는 짧은근육

척측수근신근
(Extensor carpi ulnaris)
척측쪽을 지나 손목을
신전시켜주는 근육



1. 손 해부학(근육-펴는 근육)

장무지신근
(Extensor pollicis longus) 

엄지를 펴는 긴 근육

단무지신근
(Extensor pollicis brevis) 

엄지를 펴는 짧은 근육

시지신근
(Extensor indicis)

두번째 손가락을 펴는 근육

지신근
(Extensor digitorum)

손가락(2-5)을 펴는 근육

소지신근
(Extensor digiti minimi)
새끼손가락을 펴는 근육



1. 손 해부학(근육)

무지대립근
(Opponens pollicis)

무지내전근
(Opponens 

Digiti Minimi )
엄지손가락모음

무지외전근
(Abductor pollicis brevis)

엄지손가락 벌림

장측골간근
(Palmar interossei) 배측골간근

(Dorsal interossei)
2-4 손허리손가락관절 벌림

충양근
(Lumbricals)

2-5 손허리손가락관절 굽힘과
먼쪽손가락뼈사이관절 폄

소지대립근
(Opponens pollicis)

새끼손가락 맞섬

1. 손 해부학(근육)



1. 손 해부학(인대)



1. 손 해부학(인대)

• 외재인대(extrinsic ligaments)란
요골, 척골 혹은 중수골과 수근골을 연결하고, 
내재인대( intrinsic ligaments)란 단지 수근골
사이를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 내재인대 중 많은 운동을 허용하는 중간길이
인대는 수근골을 연결하고, 각 수근골 운동의
대부분이 여기서 일어난다.
- 삼각골, 월상골 주상골, 대능형골

•유두골과 월상골을 연결하는 인대는 없다.(탈구 호발)

•굴군지대에는 횡수근인대(transverse carpal ligament)가
포함된다.

v횡수근인대 (TCL : Transverse Carpal Ligament)
TCL 혹은 굽힘근지지띠(flexor retinaculum)
대략 넓이 4cm, 길이 5~6cm, 두께 2.5~3.6mm의
조밀한 인대로서
내측으로는 유구골(hamate), 두상골(pisiform), 
외측으로는 주상골(scaphoid)과 대능형골(trapezium)을
가로지르는 섬유성 밴드이다.



1. 손 해부학(신경)

요골신경(Radial Nerve)
목 부위 척수 쪽에서 갈라져 나와 팔을 따라 내려오면서 상지 및 손의 근육과 피부에 가지를 내어
상지의 움직임과 감각에 관여하는 신경이다.
척골신경(Ulnar nerve)
목 부위 경추 쪽에서 내려와 겨드랑이부터 약지와 새끼손가락까지 뻗어있는 신경이다.
손바닥 안쪽(새끼손가락 쪽)을 담당하며 손의 감각을 느끼게 하고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
정중신경 (Median Nerve)
정중신경은 팔의 안쪽 한가운데를 지나는 큰 신경으로 전체적으로는
손의 외측전면의 피부, 앞 팔 전면 굽힘근육의 대부분, 엄지 짧은근육의 대부분, 

팔을 굽히는 관절 및 손의 관절의 상당부분을 지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