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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의 미생물 오염과 감염성 질환
문 호 진*

1)

관악기 연주 후 악기에 잔존하는 구강 상피 잔사, 음식물 입자와 타액은 미생물 서식에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 이에
관악기의 위생 관리에 소홀할 경우 악기를 매개로 한 병원성 미생물의 전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 악기
에 존재하는 감염균과 악기 위생 관리에 대한 연구, 조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제 연구 문헌 검색을
통해 실험과 임상 진단이 이루어진 연구를 선별하였으며 이들 분석을 통해 관악기에서 확인되는 미생물을 열람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취주 악기를 통한 감염 역학과 질병 사례에 대한 리뷰
(review)를 통해 음악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관악기 위생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검색어: 연주관련질환, 관악기, 미생물, 감염, 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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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구강은 신체에서 많은 세균을 축적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칫솔, 틀니, 스포츠가드 같은 구
강 접촉 도구의 위생 관리가 적절하지 않아 미생물로 오염되었을 경우 질병 전달의 매개가 될 수
있다. 관악기도 연주자의 구강에 접촉해 연주하기 때문에 위생에 소홀하면 질병을 전염시킬 수 있
는 개달물(介達物, fomites)이 될 수 있다. 관악기의 취구에는 다양한 병원성(pathogenic), 기회감
염성(opportunistic), 알레르기유발성(allergenic) 병원균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Grass 2011, 8).
관악기의 마우스피스(mouthpiece), 리드(reed), 악기관, 보관함을 청결히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비
동염(sinusitis)과 비염(nasal catarrh) 등 상기도 질환의 원인이 되고(Žuškin 2009, 133), 드물게 과
민성 폐렴(hypersensitivity pneumonitis)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King 2017, 1).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2012년 종설에서 짧게 다루어졌을 뿐(문호진 2012a, 118), 이후 연
구가 전무하였으나 2018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교구(악기류) 안전실태조사를 통해 학생
들의 리코더 위생 상태를 보고한 바 있다.
* 단국대학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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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더와 같이 입으로 불어 소리를 내는 악기는 내부에 침이 고이는 등 다습한 환경이 조성
되어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위해세균이 번식할 우려가 높다. 초등학생이 음악수업에
사용한 리코더 93개(구강과 직접 접촉하는 리코더 윗관(186cm2))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조사
한 결과, 86개(92.5%)에서 ‘일반 세균’이 최대 2억 CFU, 평균 640만 CFU, 6개(6.5%)에서는 ‘대
장균군’이 최대 3,600만 CFU, 평균 640만 CFU가 검출됐다(한국소비자원 2018, 1).

한국소비자원은 초등학생이 사용 중인 93개의 리코더를 분석하여 위생지표균(hygiene index
microorganism)1)과 기회감염균2)을 평가하였다<표 1>. 모든 리코더에서 일반 세균이 검출되었으며,
대장균군(coliforms)3)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4)이 소량 확인되었다. 이러한 세균
의 존재는 학령아동의 악기 위생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취주악기는 리코더, 단소, 오카리나, 멜로디언 등이 있으며, 초·중등교육
법 제38조(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교과)에 의해 3~6학년의
음악 수업에 리코더, 멜로디언, 단소가 필수악기로 지정되어 있다5). 소비자원의 조사는 10세 전후
의 초등학령 연주자들에게 노출되는 위생지표균의 존재를 확인하고 악기 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환
기시켰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미생물시험법6)을 이용하여 음식의 위생
정도를 결정짓는 간소 지표균만을 악기에서 확인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표 1> 리코더 사용 후 보관기간에 따른 세균 검출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018, 1-2).
군

리코더수

연주 당일

일반세균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

CFU7)

검출률

CFU

검출률

CFU

검출률

41개

820만

100.0%

100

4.9%

2,300

14.6%

연주후 3일

41개

390만

85.4%

87만

7.3%

43,800

12.2%

연주후 5일

11개

810만

90.9%

3천6백만

9.1%

불검출

0%

계

93개

640만

92.5%

640만

6.5%

21,000

11.8%

1) 식품 전반에 대한 위생 수준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병원 세균을 검사할 수 없다. 따라서 식품의 안정성을 효율적으
로 평가하기 위해 위생적으로 지표가 되는 세균을 위생지표세균이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일반세균 및 대장
균군을 평가하였다.
2) 사람의 피부에 존재하는 정상세균이지만 적당한 환경조건이 주어지면 질병을 일으키는 균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
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을 평가하였다.
3) 대장균군은 대장균(Escherichia coli)과 같지 않다. 분류상 Enterobacteriaceae에 속하는 그람음성 간균 집단으로
Escherichia, Citrobacter, Klebsiella, Enterobacter 등을 포함하여, 대장균보다 넓은 범위의 집단을 말한다.
4) 그람양성 구균이다.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 존재한다.
5) 2015개전 교육과정 총론 해설 중,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제 현황에 따르면 3~6학년은 연평균 45시간의 음악 수업을
진행한다.
6) 식약처 고시 제2018-18호
7) Colony Forming Unit, 집락형성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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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 외에는 국내에 미생물 오염 악기로 인한 질환 연구가 전무하며 관악기 관리 지침에 대한 논
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 연구 분석을 통해 관악기에서 확인되는
미생물에 대한 보고를 검토하고 관련 미생물을 통해 발생 가능한 감염성 질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관악기 위생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강미생물학과 음악교육공학 간의 융
복합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Ⅱ. 연구방법
관악기 연주자의 악기를 대상으로 미생물 검출이 명확하여 근거가 마련된 실험 연구를 대상으
로 리뷰를 진행하였다. 효과적인 의학문헌검색을 위해 Pubmed와 Scopus, Google Scholar를 검색
엔진으로 사용하였다. 검색키워드는 musical wind instrument를 사용 후 microbial contamination,
infection transmission 순으로 제한하였다. 가능한 많은 연구 결과를 포함할 수 있도록 검색된 논
문이 언급하는 참고문헌들을 교차 확인해 추가하였다. 문헌의 선별 과정의 흐름도는 <표 2>와 같
다. 이 과정에 맞추어 선택한 논문은 <표 3>과 같다.

<표 2>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한 문헌의 선정
Pubmed
n=43
3,132 studies identified

21 selected studies

Scopus
n=279
Google
Scholar
n=2,810

3,113 studies excluded
Ÿ keyword restriction
Ÿ due to duplication
Ÿ lack of evidence

16
Ÿ
Ÿ
Ÿ

selected studies
9 bacterial studies
6 fungal studies
2 viral studies

5 studies excluded
Ÿ 5 non-experimental reviews

검색된 문헌에서는 청결한 위생 상태와 악기 성능을 높은 수준에 두기 위해 관악기의 세척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실험적 근거가 마련된 연구는 적은 편이었고 이론적인 근거가 박
약한 문헌은 배제하였다. 실험이나 환자 진단을 통해 악기에 존재하는 세균을 확인하여 미생물학
적인 논거를 갖춘 문헌을 선별하였다. 동료 상호검증을 거친 연구(peer-reviewed article)로 한정하
였으며 이를 통해 21개의 논문들을 취택하였다.
실험 연구를 직접 진행하지 않은 종설(review) 5편 (Bryan 1960, Yeo 2002, Gambichler 2004,
Žuškin 2005, Okoshi 2017)을 추가로 제외하였으며, 총 16편의 문헌이 실험실 연구와 임상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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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있으며, 다음 <표 3>에서 16편의 참고문헌을 제시하였다. Bryan
의 보고 2편은 같은 결과를 2회 게재하여 1편으로 취급했다(Bryan 1959, Bryan 1969). 15편 중 7
편은 세균(bacteria)를, 6편은 진균(fungi)을, 1편은 세균과 진균을 모두 평가하였으며, 2편이 바이
러스(virus)를 확인하였다. 총 15개의 연구 중 3편(Walter 1959, Osterholm 1979, Marshall 2011)은
연구 설계를 통한 전향적 연구였으며, 나머지는 사후 관찰을 통한 후향적 연구였다.

<표 3> 관악기에서 검출된 미생물을 제시한 문헌
Title

Auther

1959

Auther H. Brian

School Band Wind Instrument
Mouthpieces May Harbor Countless
Disease Germs.

Bacteria

Retrospective

1959

W.G. Walter & Dorothy
Chaffey

Bacteriological and cleaning studies on
the mouthpieces of musical instruments.

Bacteria

Prospective

1969

Auther H. Brian

Band wind instrument mouthpieces may
Harbor countless disease viruses and
bacterial flora.

Bacteria

Retrospective

1979

M.T. Osterholm, B.J.
Max, M. Hanson, H.F.
Polesky

Potential risk of salivary-mediated viral
hepatitis type B transmission from oral
exposure to fomites.

Virus

Prospective

1987

Pal Barkvoll & Audun
Attramadal

Recurrent herpes labialis in a military
brass band.

Virus

Retrospective

1988

Suresh Lodha, Om P.
Sharma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in a
Saxophone Player.

Fungus

Retrospective,
Case report

2005

Cynthia L. Bridges

A study of the bacterial flora in selected
student brass musical instruments.

Bacteria

Retrospective

2010

Mark L. Metersky, Scott
B. Bean, John D. Meyer,
Miriam Mutambudzi,
Barbara A. Brown-Elliott,
Michael E. Wechsler,
Richard J. Wallace

Trombone player's lung: a probable new
cause of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Fungus

Retrospective,
Case report

2010

Flora Metzger, Amaryllis
Haccuria, Gabriel Reboux,
Nicole Nolard,
Jean-Charles Dalphin,
Paul De Vuyst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Due to
Molds in a Saxophone Player.

Fungus

Retrospective,
Case report

2011

R. Thomas Glass, Robert
S. Conrad, Gerwald A.
Kohler, James W. Bullard

Evaluation of the microbial flora found
in woodwind and brass instruments and
their potential to transmit diseases.

Bacteria and
Fungus

Retrospective

2011

Bonnie Marshall & Stuart
Levy

Microbial contamination of musical wind
instruments.

Bacteria

Retrospective,
Pro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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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r

Title

2015

James Mobley & Cynthia
Bridges

A Microbiological Examination of Water
Key Liquids in Brass Instruments - Wind
Ensemble Infectious Disease Risks.

Bacteria

Retrospective

2016

James Mobley & Cynthia
Bridges

A Microbiological Examination of
Condensate Liquids in Woodwind
Instruments - Wind Ensemble Infectious
Disease Risks II.

Bacteria

Retrospective

2017

Jenny King, Malcolm
Richardson, Anne-Marie
Quinn, Jayne Holme,
Nazia Chaudhuri

Bagpipe lung; a new type of interstitial
lung disease?

Fungus

Retrospective,
Case report

2017

Janne Møller, Charlotte
Hyldgaard, Sissel Brix
Kronborg-White, Finn
Rasmussen, Elisabeth
Bendstrup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among
wind musicians
an overlooked
disease?

Fungus

Retrospective,
Case report

2019

Thibaud Soumagne,
Gabriel Reboux, Flora
Metzger, Sandrine
Roussel, Annick Lefebvre,
Emmanuelle Penven, Paul
De Vuyst, Isabelle Thaon,
Jean-Charles Dalphin

Fungal contamination of wind
instruments: Immunological and clinical
consequences for musicians.

Fungus

Retrospective

–

Microorganism

Research
design

Year

Ⅲ. 연구결과
많은 수의 문헌이 관악기 세척을 권고하였으나 과학적인 근거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는 드물
었다. 오직 <표 3>에 제시된 문헌들만이 구체적인 감염원을 확인하여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을 평가하였다. 감염원 확인은 보통 악기에 존재하는 미생물군의 배양 방법에 의해 조사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모든 미생물의 배양 조건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개체를
인공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앞선 배양 연구들에게도 한계가 존재한다. 관련 연구들의 악
기에 서식하는 미생물 보고는 다음과 같다.

1. 미생물 검출을 근거로 한 후향적 문헌 고찰 (Retrospective study of microorganisms
associated with wind instrument infections)
1959년 Bryan의 연구로부터 관악기에 상주하는 미생물 배양이 시도되어 관악기의 마우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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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존재하는 세균을 제시하였다. 당시의 세균 연구는 배양(incubation), 검사(inspection), 동정
(identification) 기술이 지금보다 뒤처져 확인할 수 있던 세균의 수가 6종에 불과하였다. 최근의 미
생물 연구들은 배양에 대한 기술이 진보하고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DNA sequencing)8)이 가능해
져 더욱 정확하고 많은 종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표 3> 문헌에서 검출 배양해 계통을 확인한
확인된 미생물 종을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59년 Bryan은 관악 합주연주자에게서 75개의 마우스피스와 리드(reed)를 조사하였고 주로 구
강에서 존재하는 세균 종들을 발견하였다. 기회감염균(Opportunistic pathogens microbe)9) 뿐만 아
니라 결핵원인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확인됨에 따라 면역력이 떨어진 연주자는 오염된
자신의 악기에 스스로 감염될 수 있다는 자기재감염(intra-person reinfection)과, 악기를 서로 공유
할 경우 감염성 질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교차감염(inter-person infection)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Bryan은 1969년 같은 연구 결과를 재발표한다.
1987년 Barkvoll은 노르웨이 군악대 45명의 관악기 연주자와 39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술에
서 단순 헤르페스(herpes simplex virus) 감염을 조사하였다. 일반인에 비해 관악기 연주자가 2배 더
재발성 구순포진(recurrent herpes labialis)에 감염되어 있었다10). 특히 금관악기 연주자는 상순(labii

好發)하였다.

superior)에 목관악기 연주자는 하순(labii inferior)에 호발(

1988년 Lodha는 호흡곤란, 기침, 가슴의 조이는 느낌을 갖는 67세의 색소폰 연주자를 과민성폐
렴(hypersensitivity pneumonitis)으로 진단하였다. 색소폰 마우스피스에서 과도한 캔디다균(candida
spp.)의 성장을 확인하였으며 악기의 습기가 많고 따뜻한 곳에서 자랄 수 있는 진균을 호흡기 증상
의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환자는 prednisone 40 mg/day를 투여하여 호전되었다.
2005년 Bridges는 25개의 금관악기의 취구부에서 광범위한 미생물을 조사했다. 431개의 세균을
순수 분리하고 16S PCR을 통해 18개 세균을 동정하였다<표 4>. 확인된 세균은 비교적 병원성이
없는 Staphylococcus, Streptococcus, Micrococcus, Microbacterium, Bacillus, Klebsiella,
Pseudomonas, Stenotrophomonas, Flavobacterium, Sphingbacterium 종이었다. 그녀는 이를 통해 최
소한 일주일에 한번 악기 내부에 존재하는 감염원 세척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2010년 Metersky 등은 기침이 멈추지 않는 트럼본 연주자의 악기에서, 2010년 Metzger 등은 호
흡곤란을 겪는 색소폰 연주자의 악기에서 진균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악기에서 발생한 진균으로 인
해 발생한 과민성 폐렴으로 진단하였으며, 많은 금관악기 연주자들이 과민성 폐렴에 노출되어 있다
고 경고하였다. 91%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을 사용한 정기적인 세척이 권고되었다.
2011년 Glass 등은 관악기에 존재하는 세균을 조사하여 세균 295종과 진균 58 종을 확인하였다.
미생물의 최고 집락지는 마우스피스의 끝 부분이었으며, 오염은 악기 뿐 아니라 악기보관함 전체에
8) 2000년 Sakamoto 등은 일반인과 치주질환자의 구강미생물을 PCR amplification of 16S rDNA 방법을 사용한 분
자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헤 더욱 세밀하게 구강 세균을 동정한 바 있다.
9)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어린이 및 노약자 또는 면역저하자에게 전염성 질환 및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
하는 미생물
10)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입술과 접촉이 빈번한 관악기를 통해 자기재감염 및 교차감염
이 가능하고, 이로서 일반인보다 높은 유병률을 설명할 수 있다.

- 92 -

관악기의 미생물 오염과 감염성 질환

걸쳐 나타났다. 악기의 연주자가 바뀌는 경우 발견된 다양한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 에틸렌 옥사
이드(ethylene oxide) 멸균법을 권장하였다.
2011년 Marshall 등은 20개의 관악기를 분석하였다. 1개월 이상 장기 보관된 악기에서 감마 용
혈 활성의 균주(gamma-hemolytic flora)를, 최근 3일 이내에 연주된 악기에서는 Streptococcus spp.
로 추정되는 알파 용혈 활성의(alpha-hemolytic) 세균이 확인되었다. 미생물은 악기의 취구부에 집
중되었으며 말단 부위에서 가장 적은 수를 보였다. 금관악기보다 리드를 갖는 목관악기에서 더욱
많은 세균이 확인되었으며, 장기간 보관된 악기에서는 진균의 분포가 현저했다.
2015년 Mobley 등은 금관악기에 존재하는 타액 배출구(water key/spit valve)에 주목하고 이 위
치에서 배출되는 액체에서 확인되는 주요 세균이 alcaligenes faecalis임을 보였다. 이어진 2016년
연구에서 목관악기에서 더욱 다양한 세균이 검출됨을 확인하였다. 그들은 연주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세균은 건강한 성인에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감염에 취약한 노령층과 면역 장애 환자에게 영
향을 줄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2017년 King 등은 운동장애를 갖고 간질성 폐질환(interstitial lung disease)으로 마름 기침을 자
주하는 61세 백파이프(bagpipe) 연주자를 과민성 폐렴으로 진단하고 악기에서 진균을 확인하였다.
역시 2017년 Møller 등은 잦은 기침과 짧은 호흡을 갖는 65세 바순 연주자, 그리고 기관지확장증
(bronchiectasis)을 갖는 64세 트럼본 연주자를 과민성 폐렴으로 진단하며 환자의 악기에서 진균을
확인하였다. 환자는 휴가를 통한 연주 중단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개선된 공통점이 있었다. 악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면역억제치료에 반응이 없었던 백파이프 연주자를 제외하면 악기 세척을 시
작한 뒤 증상이 사라졌다. 하지만 백파이프 연주를 지속했던 연주자는 폐질환 클리닉을 처음 방문
한 지 5개월 만에 증상의 악화로 입원해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저자는 진균으로 감염된 관악기 연
주시, 호흡을 악기를 통해 확보한다면 과민성 폐렴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2019년 Soumagne 등은 그간의 유사 연구가 세균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진균에 초점을
맞추어 40명의 목관악기 연주자의 리드와 마우스피스에서 Phoma spp., Penicillium spp.,
Rhodotorula mucilaginosa 등을 확인하였다. 병원에서는 과민성 폐렴의 항원을 검색할 때 악기를
의심하고 배양을 시도를 해야 하며, 연주자는 주기적으로 악기를 청소하고 충분히 건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표 4> 악기에서 검출된 미생물의 종류
Author

Bryan
(1959,
1969)

Wind instruments
oboe, bassoon,
clarinet,
saxophone, tuba,
trombone, French
horn, coronet

number

75

Bacterial species
Streptococcus viridans group
undifferentiated and untyped
pneumococci
Friedlander bacillus or
Krebsiella pneumoniae
Haemophylus influenzae
Mycobacterium tuberculosis
Spironeam vince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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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Wind instruments

Barkvoll
(1987)

wind instrument

45

saxophone

1

Lodha
(1988)

number

Bacterial species

Fungal species

Herpes simplex
Candida albicans
Candida famata
Cryptococcus
Bacillus anthracis
Bacillus cereus
Flavobacterium mizutaii
Klebsiella pneumoniae/oxytoca
Microbacterium arborescens
Micrococcus luteus
Pseudomonas aeruginosa
Pseudomonas beteli
Pseudomonas stutzeri
Sphingobacterium spiritivorum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haemolyticus
Staphylococcus hominis
Streptococcus parasanguinis
Streptococcus pyogenes
Streptococcus saltvarius.

trumpet, horn,
trombone,
euphonium, tuba

25

Metersky
(2010)

trombone

1

Paecilomyces variotii
Fusarium oxysporum
Penicillium sp.
Candida albicans

Metzger
(2010)

saxophone

1

Ulocladium botrytis
Phoma sp.

Bridges
(2005)

Virus

Glass
(2011)

clarinet, oboe,
saxophone,
mellophones,
trombones,
trumpets, cornet

13

Aureobacterium spp.
Bacillus cereus
Bacillus megaterium
Brevibacterium spp.
Burkholderia cepacia
Cellulomonas spp.
Chryseobacterium luteola
Kocuria varians
Micrococcus spp.
Staphylococcus capitis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hominis
Staphylococcus lentus
Staphylococcus saprophyticus

Marshall
(2011)

clarinet, trumpet,
saxophone, flute

20

gamma-hemolytic flora
alpha-hemolytic bacteria

Mobley
(2015)

euphonium, french
horn, trombone,
trumpet, tuba

30

Alcaligenes faecalis
Alpha Streptococcus
Bacillus not B. anthracis
Citrobacter koseri
Gram negative bacillus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viridans

Mobley
(2016)

alto saxophone,
bass clarinet,

37

Acinetobacter lwoffi
Alcaligenes faec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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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obasidium pullulans
Bipolaris spp.
Candida albicans
Cochliobolus spp.
Cryptococcus laurentii
Fusarium oxysporum
Paecilomyces lilacinus
Penicillium chrysoge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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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Wind instruments

number

Møller
(2017)

bagpipe

bassoon, trombone

Soumagne bassoon, clarinet,
(2019)
oboe, saxophone

Fungal species

Virus

Chryseobacterium indologenes
Diphtheroids
Hemophilus parainfluenzae
Pastuerella multocida
Photobacterium damsela
Proteus penneri
Pseudomonas species
Staphylococcus (coagulase
negative)
Stenotrophomonas maltophilia
Streptococcus viridans
Vibrio alginolyticus

bassoon, clarinet,
flute, oboe, tenor
saxophone

King
(2017)

Bacterial species

1

Paecilomyces variotii
Fusarium oxysporum
Penicillium sp.
Rhodotorula mucilaginosa
Trichosporon mucoides
Exophiala dermatitidis

2

Mycobacterium chelonae
Phoma spp.
Rhodotorula
Paecilomyces ilacinus
Fusarium spp.

40

Alternaria spp.
Aspergillus spp.
Candida spp.
Candida albicans
Cladosporium spp.
Cryptococcus spp.
Eurotium amstelodami
Fusarium spp.
Penicillium spp.
Phoma spp.
Rhodotorula mucilaginosa
Trichosporon spp.

2. 미생물 검출을 통한 전향적 연구 (Prospective study of microorganisms
associated with wind instrument infections)
앞선 연구들은 대부분 연주 후 악기에서 발생된 미생물을 확인하는 후향적 연구였다. 이런 후
향적 연구는 악기에 발생한 미생물을 확인하여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측해 보일 뿐, 미생물의
시간에 따른 발달을 살펴볼 수 없다. 반면, 전향적 연구는 악기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연주 전 시
점부터 설계하여 관찰할 수 있어 미생물의 발달로 인한 질환 관계를 설명하기에 좋다.
1959년 Walter등은 마우스피스에서 세균 성장을 관찰하였다. 연주 전후 세균의 수를 확인하여
연주를 통해 많은 양의 세균이 악기에 축적됨을 확인하다. 마우스피스 측면에 축적된 세균오염은
악기의 음색을 떨어뜨리고 연주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악기 세척 후의 세균 수가 크
게 감소함을 보여 세척을 통해 효과적으로 세균을 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는 세척솔과
세정살균제(detergent-sanitizer)를 이용하여 관악기를 30초 동안 15번 닦는 세척 방법을 제안했다.
1979년 Osterholm 등은 12명의 청소년 학생에게 B형 간염항원에 양성반응을 보이는 타액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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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된 악기를 연주하도록 하는 실험을 계획했다. 2주, 8주, 6개월 간의 노출 후, 감염 항원 및 항체
존재 검사를 시행하여 B형 간염의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악기를 통한 B형 간염의
위험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2011년 Marshall 등은 8개의 클라리넷의 마우스피스 리드에 수종의 세균을 접종하여 시간에 따
른 세균 수를 분석하였다. Moaxella, Streptococcus는 24시간을 넘기지 못했고, 대장균11)과 황색포
도상구균12)은 2일을 생존했으며, 결핵균은 13일 이상 지속되었다. 구강 내 타액으로부터 얻은 세
균들은 마르지 않은 리드 위에서 3~4일간 생존할 수 있었다. 또한 클라리넷 상에서 가상의 연주
조건을 만들어 동일 균을 리드에 접종하고 악기 본체에 관련 균들을 분리, 검사하였다. 대장균은
악기 내에 3일간 잔존하였고, 황색포도상구균이 4~5일간 유지되었으나 각 균의 양은 처음 접종한
세균의 양을 넘지 않았다.
2019년 Soumagne 등은 프랑슈콩테(Franche-Comté, France) 지역에서 40명의 리드악기 연주자
들의 악기에 존재하는 진균을 확인하고 연주자들에게 혈청침강반응(serum precipitation reaction)
검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40명의 연주자 중 32명이 악기에 존재하는 진균과 일치하는 양성의 혈
청침전(serum precipitins)을 보였다. 일반인 대조군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이었으며, 노출기간(연
주시간)과 혈청 항체 농도 간에 유의성은 없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악기의 곰팡이에 감작된 연주
자가 일반인보다도 면역학적으로 유발되는 폐질환, 즉 과민성 폐렴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Ⅳ.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
악기에 존재하는 병원균은 가벼운 질환으로부터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의 문
제를 일으킬 수 있다(Okoshi 2017, 49). 정상적인 면역방어가 이루어지는 건강한 연주자에게 기회
감염균은 큰 위협이 되지 않지만 병원성(pathogenic)이 높은 진성병원체(true pathogen)에 감염되
는 경우 비가역성의 만성 질환에 이환되거나 더욱 심각한 건강의 위협에 처할 수 있다. 다음은 앞
서 진행한 악기에 존재하는 병원균 연구 검토를 통해 선별한 위험성 높은 감염질환이다.

1. 결핵 (tuberculosis)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매우 감염성이 높은 질
환이다. 실내에서 호흡을 통해 연주하는 특성상 관악기는 결핵균 오염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활
동성 결핵 환자의 타액과 콧물 같은 상기도 분비물에 밀접한 접촉을 갖는 경우 30%가 감염되고,
이중 10%가 평생에 걸쳐 발병한다(조경숙 2017, 180, 192). 게다가 결핵균은 다른 균종들이 최대
11) Escherichia coli
12) Staphylococcus au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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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시간 생존할 때 13일 이상 지속되어, 다른 세균보다 긴 시간동안 잔존할 수 있으며
(Marshall 2011), 실제 학교 밴드부의 악기에서 검출된 사례(Bryan, 1959)도 있으므로 여러 연주자
가 악기를 공유하면 잠재적인 전염 경로가 형성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33%가 잠복결핵으로 추정되며 매년 3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연간 2천
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한다(조경숙 2017, 180, 192). 2017년 시점에서 전 연령에 걸쳐 발생율이
감소 중이나 노년층의 결핵환자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13)(박원서 2017, 406).
연주 시 결핵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후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통
한 예방 접종이 필수적이다. 관악기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며, 2주 이상 기침이 발생할 경우 결핵
검진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관악단의 합주가 필요할 경우 기침과 재채기 에티켓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연주 장소를 주기적으로 환기해 줄 필요가 있다. 관악단원의 정기적인 투베르쿨린 피부 검
사(Tuberculin Skin Test, TST)를 통해 결핵 양성반응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결
핵 발생의 40%와 결핵 사망의 78%를 차지하는 고령 연주자의 결핵균 관리가 필수적이다.

2. 과민성 폐렴 (hypersensitivity pneumonitis)
과민성 폐렴은 기도로 흡인된 항원이 면역성 염증 병변을 유발하여 발생하는 복합 폐질환이다
(박무석 2009, 49). 지속적이고 과도하게 항원에 노출되는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King 2017, 1), 국내의 경우 오염된 초음파 가습기와 관련한 사망 보고가 대표적이다(박동욱
2013, 106).
과민성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보고된 악기로는 trombone, saxophone, bagpipe, bassoon이 있다
(Lodha 1988, Metersky 2010, Metzger 2010, King 2017, Møller 2017). 악기 감염을 확인한 많은
연구들이 세균 검출에 중점을 두었으나 과민성 폐렴으로 지목된 병원균은 다름 아닌 진균이었다.
Glass (2011), Marshall (2011), Soumagne(2019)가 악기에 존재하는 진균을 확인한 바 있으며, 특
히 Soumagne는 해당 악기를 소유하는 연주자의 혈청침강반응을 동시에 확인하여 악기 내 진균의
존재와 해당 균주로 인한 면역반응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과민성 폐렴의 진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가정 및 작업환경, 취미생활에 이르는 광범위한 조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악기에 있는 곰팡이와 박테리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면 진단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통 50%의 사례에서 항원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서 과민성 폐렴을
유도하는 항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원인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진단의가 더 많은
임상적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과민성 폐렴의 진단을 위해서는 혈청 침강 항
체(serum precipitating antibodies) 검사,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bronchoalveolar lavage), 폐생검
과 병리 소견 (lung biopsy and pathologic findings), 흡입 유발 시험과 피부 반응 검사
(inhalation provocation test and skin test) 등이 활용된다(박무석 2009, 55).
과민성 폐렴의 환자 증상은 항원 노출중단을 통해 해소되므로 노출회피요법을 사용한다. 역시
13)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신규 결핵환자 전체의 41.9%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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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주로 유발된 과민성 폐렴도 연주를 중단하면서 증상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다. 이외에도
prednisolone 40~60 mg/day의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흔히 사용한다. 2017년 King이 보고한 고령의
bagpipe 연주자는 날마다 2 mg/kg azathioprine과 0.5 mg/kg prednisolone를 복용하였으나 중단하
지 않고 지속된 연주를 통해 항원에 노출되어 사망에 이른 사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치료를 위해
약물에 의존하기 보다는 항원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단순 헤르페스 감염 (herpes simplex infection)
헤르페스 감염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 (herpes simplex virus, HSV)에 의해 일어나는 신경계 질
환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해 성인 인구의 약 60~95%가 보균자로 알려져 있다(Brady 2004, 73).
여러 종이 있으나 특히 제1형 헤르페스 바이러스(herpes simplex virus-1, HSV-1)가 입 주위에 물
집을 만들며 감염되어 구순포진(herpes labialis)을 유발하고 신체의 다른 부위에도 포진상 습진
(eczema herpeticum)을 형성한다. 한번 감염되면 사라지지 않고 주로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a)에 잠복하여 신체의 면역 기능이 약해졌을 때 재발한다.
감염으로 형성된 물집은 매우 전염력이 높아 단순 접촉으로도 전염이 일어난다. 1987년
Barkvoll 등은 노르웨이 군악대원 45명을 8개월 간 비교 관찰한 결과 관악기 연주자가 일반인에
비해 재발성 구순포진(recurrent herpes labialis) 유병율이 2배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입
술 주위에 물집이 형성되는 경우 연주자 간에 악기나 악기보관함, 악기소지용 천 등을 함께 사용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헤르페스 감염은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이 있을 뿐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재발과 전염을 막고 합병증을 완화하는 접근을 한다. 구순포진은 보통 이환부위를
깨끗이 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자연치유가 되며, 발생 48시간 이내에 아시클로버
(acyclovir)14) 크림을 1일 5회 4일간 발라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이은소 2008, 943). 포진상 습진
은 아시클로버 5 mg/kg 정맥요법을 시행한다(고병용 2017, 625).

4. 바이러스성 간염 (viral hepatitis)
바이러스성 간염은 A, B, C 형 등이 있으며 바이러스를 통해 감염된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간염 환자는 A형 6천명, B형 36만명, C형 4만명에 이르러 B
형 간염의 유병률이 전 국민의 5~10%에 이를 정도로 높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만성 B형 간
염 진단은 보통 환자의 혈청에 존재하는 B형 간염 표면 항원(hepatitis B surface antigen, HBsAg)
이 감염 6개월 후에도 유지되는 경우로 판정한다(장은선 2013, 267). HBsAg이 사라지며 B형 간
염 표면항체(anti-HBs)가 만들어지면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긴 것으로 간주한다.
B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B virus, HBV)는 혈액을 통해 비경구로 전염되므로 관악기를 통해
14) 세포 감염된 바이러스의 DNA합성을 저해하는 항바이러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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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이 전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1979년 Osterholm 등은
12명의 고등학생에게 HBsAg으로 오염된 악기를 2주간 연주시켰다. 2주, 8주, 6개월 후 학생들의
혈청에서 HBsAg 및 anti-HBs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간염 증상도 없었으므로, Osterholm은 구강
접촉을 통한 간염 전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결론지었다.
대한간학회는 B형간염이 일반적인 공동생활로 감염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국가인권
위원회공보 2016, 507). 하지만 관악기 연주자는 연주 중 입술에 기계적인 외상(문호진 2012b, 54)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된 혈액 또는 체액 접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B형간염
유병률이 높은 편이므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관악기 연주자가 HBsAg 음성 및 anti-HBs 음성15)
일 경우 B형 간염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 만약 anti-HBs가 음성인 연주자가 HBV에 오염된 혈액
혹은 체액에 노출된 경우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0.06 mL/kg을 가급적 하루 안에 근육주사하고
동시에 예방접종을 1주일 이내에 시행할 수 있다(대한간학회 2018, 19).

Ⅴ. 결론 및 제언
2018년 한국소비자원의 보고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박테리아가 리코더에서 상당 기간 동안 유
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1년 Marshall등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검출위치(악기윗관),
세균지속시간(5일이상), 검출확인균(황색포도상구균)에 있어 유사해 신뢰할 만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악기에서 검출된 식품 위생지표균(hygiene index microorganism) 및 기회감염균이 건강한
연주자에게 상시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진성병원균이 아니라도 청소하지 않는 관악기의 지
속적인 재사용으로 인해 반복적인 인후염과 만성기도 염증이 발생한다는 보고(Woolnough-King
1994)가 있으나, 이는 연구자의 경험적 추론이므로 '악기 연주가 연주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 비약이 있다. 2015, 2016년 Mobley 등은 금관, 목관악기에서 발견
한 기회감염균 및 상주균이 악기연주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관악기에 존재하는 기회상주균의 위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연주자를 대상으로
보다 정확하고 장기적이며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2018년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는 초등학생 리코더 위생에 대해 광범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
킨 바 있다. 악기 위생 정보가 구체적인 병원균으로 거론되며 보도될 때, 대중은 관악기 연주가
건강에 위협이 된다거나 악기는 병원균의 온상이라는 인식으로 오도할 위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 도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관악기 위생 관리 방안을 도출한다는 본의에 벗어나 오히려
연주가 유해하다는 왜곡을 낳을까 걱정스럽다. 이러한 해석은 건강한 정서 함양과 음악성을 성장
시키는 음악 교육의 순기능을 역행하여 관악기의 현장 교육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관악기
의 위생 실태 보도는 이러한 파장를 인지하고 반드시 반대 연구 사례 분석을 통해 균형을 잡힌 정
15) < 10 mI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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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관악기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예방적인 관점에서 관악기 위생 관리와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한
다. 앞서 검토한 문헌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관악기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바이다.
1. 자신의 악기로 연주한다.16)
2. 연주 후 악기는 세척솔과 세정살균제(또는 91% 이소프로필 알코올)를 이용하여 30초 동안
15번 닦아 세척한다.17)
3. 악기를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체계적으로 건조한다.18)
4. 악기의 연주자가 바뀔 경우 악기는 에틸렌 옥사이드 멸균을 시행한다.19)
5. 합주 시 올바른 기침 예절을 지키고 2주 이상 기침하면 검진 받는다.20)
alkyde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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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ectious disease caused by microbial
contamination of wind instruments

Ho-Jin Moon
Oral epithelium, food debris, and saliva, which remains on instruments after performing wind
instruments, provid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microbial survival.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transmission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via musical wind instruments. However, there is a lack of
domestic research in South Korea. This study confirmed the presence of bacteria in wind instruments
through international literature analysis. This study also reviewed diseases that were likely to spread
through musical instruments. By compiling the previous details, guidelines for hygienic management of
wind instruments were provided.
KEY Words: Playing-related disease, Musical wind instrument, Microorganism, Infec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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