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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주가 유발할 수 있는 임상 질환의 소개 및 분류
문호진
연주 활동은 일상의 신체 활동과는 다른 동작을 필요로 한다. 연주자는 오랜 시간 연주 자세를 유지하며 고난이도
의 동작을 거듭한다. 실수없는 표현을 위한 정신적인 긴장과 더불어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근골격계의 움직임으로 육체
적인 피로가 누적된다. 연주자는 일반적으로 노출된 피로에 적응하고 회복하지만 회복 기회가 충분하지 않다면 증상은
통증과 운동 이상, 감각마비 또는 감염 등을 동반한 질환에 이르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연주인들이 겪고 있는 질환의 유병율을 인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국내외 연주자 질환 보고에
대한 리뷰(review)를 통해 기악 연주가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을 의학 전반의 관점으로 고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
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1960년대부터 2012년 6월까지 50여 년 동안 동료검증(peer-review) 하에 이루어진 전문연주
인들의 직업병 보고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으며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치아-구강 질환,
기타질환으로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이러한 연주자 질환의 제(齊)검토를 통해 발생 가능한 질환의 범주를 제시하고 이를 공연연주의학 연구를 위한 기
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본 종설의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주자는 각 질환을 이해하고 필요시
신속한 치료로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검색어: 공연연주의학, 연주관련질환, 악기연주자, 종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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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음악 교육을 통해 인간은 삶 속에서 행복한 성취감을 누리며, 자아실현을 확인하고 나아가 영원
한 삶의 가치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신동의 2012, 140). 이런 미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음악가
는 연주 활동을 영위하며 그 표현 도구로서 목소리와 악기를 인식하고 해석하며 활용하게 된다. 악
기의 학습과 연주의 과정은 장시간의 복잡하며 반복적인 동작을 활용하게 되며 때로는 고도의 정
확성을 요구하는 빠르고 강력한 신체 활동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신체 활동은 기교(technique)로
표현되며 ‘음악적으로 연주자를 표현할 수 있는 힘’으로 정의된다(Matthay 1947; 정지윤 2002, 1
재인용). 연주자는 악곡에서 모든 음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신체의 움직임을 계획하고, 정신적인
통제에 의하여 그 동작을 실제적인 연주에 적용하는데 이러한 신체적인 기교가 해결되었을 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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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음악적 감정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다(정지윤 2002, 1).
연주 기교는 때로 신체적으로 불편한 움직임을 동반하므로 음악가들의 심리적인 긴장을 높이며
근골격계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감각의 손실, 운동조절능력의 실조를 유발한다(Zuskin 2005, 248).
그리고 취주악기에 있어 연주는 호흡과 구강 구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입술과 혀의 연조직 질환과
악관절 장애를 비롯한 교정적인 증상을 보일 수 있다(Yeo 2002, 3).
연주자는 연주 활동에서 오는 이러한 문제와 불편함을 저평가하고 지나칠 수 있다. 이런 경향은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신체의 신호를 무시하도록 하여 위험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 기회가 된
다. 누적된 증상은 전문 연주인에게 종종 경력 마감 질환(career ending disease)으로 진단되며 특별
한 치료방법이 없이 비가역적인 상태가 인정되어 연주자에게 큰 시련을 안기곤 한다(Altenmuller
2009, 144). 문헌들은 대부분 예방과 조기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에 무관심하거나 의학적 고려
사항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에서는 연주가들을 위한 전문 의학 연구가 활성화되어 있으나1) 국내에서는 악기 연주가 건
강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요성이 점검되지 않았으며 포괄적이고 면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보고에서는 의학 전반의 관점에서 기악 연주로서 유발 가능한 질환에 대한 고찰을 시
도하고자 한다.

Ⅱ.이론적 배경
현재까지 우리나라 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주 유발 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유병율2) 보고가
있었다<표1>. 유달준(1995), 이은남(1997a, 1997b), 성낙정(2000), 고재우(2006), 김성수(2007) 등이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대부분 근골격계 증상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악기 집단별, 신체부위별 유병율을 보고하였다. 과다사용증후군(overuse syndrome) 증상을 보인 연주
자의 유병율은 47.9%~85.2%이었다<표2>. 국외 연구로서 Zaza(1997), Roach(1994), Larsson(1993),
Pratt(1992), Lockwood(1988), Fry(1988), Grieco(1989) 등이 비슷한 연구를 선행하였으며 메타연구로서
집계된 유병율은 성인연주자에게 있어 39%~87%이었다(Zaza 1998, 1022). 대부분의 보고에서 서로
다른 인정 기준3)을 적용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1) 학술지 ‘Medical problems of performing artists’가 대표적이다.
2) 어떤 대상에서 어떤 시점에 조사한 질환 이환자의 수를 총 대상 인구수에 대하여 나타내는 비율이다.
3) 산업보건연구원의 기준(누적외상성 질환의 발생 실태와 발생특성 파악 및 의학적 평가방법 개발, 송동빈 1997)과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 연구소(National Institue for Occupational Safty and Health: NIOSH)의 기준(Hales 1994),
그리고 Southampton Protocol(Palmer 2000, Walkerbone 2002) 또는 각 연구자들이 직접 고안한 방법들이 사용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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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연주자 집단의 질환 유병율 연구
저자, 년도

지역

대상

대상수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유달준, 1995

서울

각종 관현악단 연주자

255명

두개하악장애, 근골격계 증상

설문, 검진

이은남, 1997a

전국

관연학단 연주자

304명

근골격계 증상, 치료경험

설문

이은남, 1997b 전국

음악대학 기악전공 신입생 261명

근골격계 증상, 치료경험

설문

성낙정, 2000

대구

교향악단 전임 연주자

근골격계 증상, 사회심리학적 요소 설문

고재우, 2006

서울,수도권 음악대학 현악전공 신입생 199명

근골격계 증상, 생활 습관

김성수, 2007

광주,전남

근골격계 증상, 사회심리학적 요소 설문

156명

교향악단 직업 연주자

156명

설문, 진단

<표 2> 우리나라 연주자 근골격계 증상 유병율 (n, 집단 연주자 총수)
저자, 년도

현악기
건반악기 바이올린/비올라
첼로/베이스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조사 총평균

89.8% (n=98)

68%
(n=100)

-

81.9%
(n=255)

68.6% (n=261)

66.7% (n=18)

-

-

70.7%
(n=304)

48.2% (n=85)

33.3% (n=12)

-

100% (n=2)

47.9%
(n=261)

84.8%
(n=33)

78.3% (n=23)

72.0%
(n=25)

100% (n=8)

79.6%
(n=156)

77.8% (n=135)

64.1%
(n=64)

-

-

-

73.4%
(n=199)

90.4% (n=63)

95.2%
(n=42)

56.7% (n=17)

100%
(n=19)

50% (n=2)

85.2%
(n=156)

유달준, 1995

-

이은남, 1997a

-

이은남, 1997b

50.3%
(n=153)

성낙정, 2000

-

78.7% (n=66)

고재우, 2006

-

김성수, 2007

-

93% (n=57)

-

앞선 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에는 단순 반복 작업의 근로자 평가 기준과 산업 보건의학의 관심이
바탕이 되어 있다. 산업 보건의학에서는 단순 반복 작업이 필요한 조립라인과 영상표시단말기작업
등에서 유발되는 작업관련 누적외상성 질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는 관련
한 법령과 행정규칙을 정비해 왔다(송동빈 2000, 1)4).
비록 연주가 반복 활동을 수반하나 고도의 집중과 긴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반복직업
과 다르다. 직업으로서도 전문연주자는 집중적인 악기 연습과 많은 청중들 앞에서 공연 활동을 수
행하는 점에서 직종 간 사회심리학적인 차이가 있다. 게다가 취주악기 연주자의 연주 방법은 근로
자의 작업 내용과 차이를 보이므로 연주자의 증상을 근골격계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입주위 피부
질환과, 호흡, 구강악안면를 포함하는 폭넓은 관점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이 좋다.

4) 관련 행정규칙으로는 영상표시단말기(VDT)취급근로자작업관리지침(노동부고시, 제2009-38호)과 법령으로서 산업
안전보건법시행규칙 등이 있으나 근골격계 질환 고위험 직업군인 악기연주자에 적용되는 법령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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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연주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 증상
악기는 그 구조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음을 내고 음색을 변화한다. 대부분의 악기는 손으로 운
지하므로 손과 팔이 쉽게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된다. 악기를 들고 지지해야 하거나 오랜 시간 앉아
서 연주하는 경우 어깨, 목 그리고 등 부위로 이환되는 증상 부위가 연장된다. 연주 자세에 따라 증
상의 차이가 나게 되므로 통증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인 인자를 고려하여 악기의 적절한 재분류가
가능하다<표3>.

<표 3> 연주 자세에 따른 악기의 분류
악기

세부분류

연주자세

악기 예

건반악기

Keyboards

앉은 자세에서 두 팔과 상체의 움직임과 손가락으로 운지.

피아노

현악기

Neck-shoulder-supported
string

목과 어깨로 악기를 들어 지지하며 활과 손가락으로 운지.

바이올린, 비올라

Floor-supported string

악기는 바닥과 손에 의해 고정되고 활과 손가락으로 운지.

첼로, 베이스

Plucked string

앉거나 선 자세에게 현을 뜯거나 퉁기고 손가락으로 운지.

기타, 하프, 가야금

Cup-shaped mouthpiece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모아 취구 내부에 위치.
손과 필요에 따라 어깨, 가슴으로 악기를 들어 지지.
손가락으로 운지.

트럼펫, 트럼본, 유포
니움, 호른, 튜바, 베
이스

Single-reed mouthpiece

아래 치아를 덮는 아랫입술과 윗 치아가 취구를 물고 악기
클라리넷, 색소폰
는 목줄에 고정되며 손가락으로 운지.

Double-reed mouthpiece

아래 치아를 덮는 아랫입술과 윗 치아를 덮는 윗입술이 취
오보에, 바순
구를 물고 악기는 목줄에 고정되며 손가락으로 운지.

Aperture-type mouthpiece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모아 취구 일부를 덮고 두 손으로 악
플롯, 피콜로, 대금
기를 지지하며 손가락으로 운지.

Percussion

두드리거나 흔들어서 소리를 냄.

취악기

타악기

팀파니, 드럼, 꽹과리

바이올린과 비올라는 연주 중에 항상 악기의 한 쪽 끝을 좌측 턱 하연과 어깨 사이에 조이듯이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변 근육의 긴장과 더불어 아래턱의 오른쪽 편위와 턱관절에 대한
외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첼로와 베이스는 악기가 바닥에 지지되며 보통 앉아서 연주하므로
바이올린, 비올라와 차이가 있다. 이 악기들은 전통적으로 현악기 중 궁현악기(bowed string)에 속하는
악기들이지만 각 자세에 따라 목으로 지지하는 현악기(neck-shoulder-supported string)와 바닥에 지지
를 얻는 현악기(floor-supported string)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5). 취악기의 전통적인 분류는 금관
악기(brass-wind)와 목관악기(wood-wind)이나 취구의 형태에 따라 cup-shaped,

single-reed,

double-reed, aperture-type으로 나뉘며 유발되는 구강 증상의 특징이 취구의 특징과 잘 부합되므로
취구형태에 따른 분류가 관련 증상 탐구에 적절하다. 따라서 <표3>의 악기 분류가 연주자가 겪는
신체 증상을 이해하는데 합리적이며 관련한 다양한 증상들은 <표4>로 정리가 가능하다.
5) 일반적으로 현악기는 타현(struck), 발현(plucked), 찰현(bow)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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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음악연주자가 겪게 되는 신체적인 증상
유발증상

관련 연주악기의 증례보고

* 근골격계
손가락, 손목, 팔, 어깨, 목, 등, 가슴의 만성 통증
오케스트라 악기
근육과 인대 부위의 경직, 저림, 부어오름, 감각이상, 쇠약, 경련, 이상한 (Fry 1986, Zaza 1998, Lederman 2003)
느낌
* 호흡계
숨이 차고 호흡이 불규칙해짐
심한 기침

오케스트라 악기
(유달준 1996, Marchant-Haycox 1992)

* 피부질환
악기 접촉 부위의 굳은살
염증과 알러지성 피부염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하프,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Rimmer 1990)

*입술과 구강 연조직
입술 자국/쓰라림/궤양
안면과 입술의 비대칭
침이 마르거나 과다 분비됨

색소폰, 클라리넷, 트럼본, 뷰바, 바비올린,
비올라, 플루트, 피콜로 (Yeo 2002)

*치아
치아의 마모, 날카로운 치아
흔들리거나 통증이 있는 전치부치아
치아의 회전, 돌출, 위치 이상
구치부 반대교합과 전치부의 피개교합, 개방교합
상악 또는 하악의 전치부 돌출

관악기 전반 (이원유 1989)
클라리넷, 색소폰, 바이올린, 비올라 (Yeo
2002)
색소폰 (문호진 2012)

*턱관절
턱관절의 소리와 통증
턱관절로 인한 턱의 운동변화

바이올린과 비올라
(Kovero 1995, 1996, Reider 1976,
Rodríguez-Lozano 2010)

*감각기관
소음성 난청

오케스트라 악기
(Jansson 1983, Karlsson 1983, Ostri 1989)

2. 연주자가 겪게 되는 사회 심리학적인 증상
연주자는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학생 연주자는 여러 입시시험과 실기시험 전 집중적인 연습을 갖으며 대부분의 교향악단에서는 보
통 오디션을 통해 신규단원 및 기존 단원들에 대해 연주능력을 평가한다. 청중 앞에서 연주는 연주
자에 따라 감수성의 차이가 있겠지만 가슴 떨림, 목과 어깨에 힘이 들어감, 침이 마름, 땀이 남, 얼
굴이 붉어짐, 손발이 떨림, 호흡이 가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유달준 1995, 4). 새로운 곡 또는 어
려운 곡에 대한 연주능력을 유지하거나 함양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훈련이 요구되므로 연주자의 직
무요구는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직무불만도, 가족 등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연습 연주
가 실제 정신 신체적인 긴장을 초래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성낙정 2010,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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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악기 연주와 관련한 질환
1. 연주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과사용 증후군(Overuse syndrome), 경견완 장애(Neck-shoulder-wrist disorder), 경견완 증후근
(Cervicobrachial syndrome), 반복 운동성 장애(RSI: Repetitive Stress Injury),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WMSDs: Work-Related Mucoskeletal Disorders), 누적 외상성 장애(CTDs: Cumulative Trauma
Disorders), 근육부 통증 증후군(Regional muscle pain syndrome) 등의 용어들가 악기 연주자의 통
증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나 통칭하여 보통 근골격계 질환(MSDs: Mucoskeletal Disorders)이
라 한다6). 앞선 유병율 연구들은 더욱 적절한 진단이 가능한 경우 보다 명확한 진단명을 보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이 앞선 비율을 보이고 신경병증
(neuropathy)이 그 뒤를 따른다(Hoppmann 1989, 118; Lederman 2003, 551; 고재우 2006, 194).

<표 5>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과 신경병
Mucoskeletal disorders

Peripheral nerve disorders

Myofascial pain syndrome

Median neuropathy or Carpal tunnel syndrome

Tendinitis or Tenosynovitis

Ular neuropathy

De Quervain’s syndrome

Radial neuropathy

Epicondylitis

Cervical radiculopathy

Focal dystonia

Thoracic outlet syndrome

Arthritis
Joint hyperlaxity (hypermobility)

가. 근막동통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
근육에 갑자기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과도하게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 근육조직이 손상되고 근
육세포의 칼슘 농도가 조절되지 않아 통증 유발점이 생성되는 증상이다. 연주 시 반복적인 움직임
필요하고 오랜 시간 악기의 무게를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근육 통증 질환이며 가장 빈도가
높다(고재우 2006, 194).
일반적으로 목과 등에 가장 많은 통증이 유발되고 있으며 주로 건반연주자에게는 오른쪽 손이
관련된다(Middlestadt 1988, 689). 현악기 연주자는 주로 현을 핑거링하는 왼손에 집중되며 악기의
크기가 커질수록 등과 목, 어깨 부위에서 더욱 심해진다(Letherman 2003, 552). 치료로서 스트레칭
과 마사지, 찜질과 함께 주사요법을 시행하게 되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
6) 너무 포괄적이거나 아직 규명되지 않은 명칭이 많으며 진단에 있어서 명료성을 위해 특정 근육의 ‘근막통 증후군’
처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주와 관련한 증상의 범주를 지칭할 때에는 연주관련성 근골격계 질환
(PRMDs:playing-related mucoskeletal disorders)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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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포착신경병증(Entrapment neuropathy)
신경이 신체 구조의 눌림과 죄임에 의해 손발의 저리게 되는 것을 포괄하여 말한다. 통증이 유발
되거나 경련 마비, 민첩함이 떨어지게 된다. 신경은 등줄기의 척수 부위에서 손끝, 발끝 부위로 근
육과 조직 사이를 지나가는데 신체의 몇몇 위치가 신경을 조이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 악기연주
와 관련하여 목, 어깨부위7), 손목8) 부위에서 신경의 압박이 일어나 감각이 소실되거나 마비가 올
수 있다. 고재우(2006, 194)는 연주자의 증상 중 대략 3%가 포착신경병증에 해당하였다고 보고하
였으며 Hochberg(1983, 1871)은 15%, Lederman(1989, 552)은 13%로 보고하였다.
연주자에게 가장 흔한 경우는 수근관 증후군 (Carpal tunnel syndrome)이다(Hochberg 1983, 249).
이 경우 손목에서 손바닥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median nerve)이 눌려 엄지, 중지, 검지가 저리거
나 마비가 오게 된다. 또한 척골신경병증(Ulnar neuropathy)은 주로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영향을 주
어 연주를 어렵게 한다. 이 증상의 발전으로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국소근긴장이상을 유발한다는 보
고가 있다(Charness 1996, 436). 요골신경병증(Radial neuropathy)은 흔치 않지만 바이올린 연주자에
게 팔의 통증과 손가락조작능력이 떨어져는 증상으로 보고된바 있다(Maffulli 1991). 흉곽출구증후
군(thoracic outlet syndrome)은 심장에서 혈관이 흉곽에서 팔 쪽으로 나가는 부위의 신경이 압박되
어 나타나며 Lederman(1989, 642)에 의해 226명의 연주자 중 11.9%의 발생을 보였다. 손이나 팔에
피로와 무딘 감각이 있을 수 있으며 척골 신경병증처럼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감
별이 필요하다. 이러한 포착신경병증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기진단 검사를 하게 되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호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한다.

다. 국소 근긴장이상(Focal dystonia)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고 통증이 유발되지는 않지만 관련 근육이 의지대로 조절되지 않는 경
우를 말한다. 원인 불명이었으나 최근 신경생리학에서는 기능적인 신경영상법을 통해 인체의 감각
신경정보의 처리, 감각운동정보의 통합, 뇌피질/피질하 억제 프로세스에 이상으로 생기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ranguiz 2011, 46). 통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 차이지만 통
증이 유발되는 근골격계 질환이 오랫동안 존재할 경우 뇌의 체성감각피질(somatosensory cortex)의
감각인식영역의 퇴화를 통해 국소 근긴장이상이 발생가능하다(Altenmuller 2009, 144)9). 전문연주
자의 1%의 유병율로 발생하며 주로 손가락이 말려들어가 듯 말이 듣지 않는 증상으로 나타났지만
취주악기 연주자의 입 주위 근육이나 혀에도 발생할 수 있다(Frucht 2001, 899; 2009, 1752)10). 남
성연주자에게 많이 생기며 바이올린의 경우 주로 왼손, 피아노, 기타의 경우 오른손에 많이 발생한
다(Rosset-Llobet 2012, 950)11). 이 질환은 훌륭한 치료방법이 없고 장애로 남는 경우가 많아 연주
7)
8)
9)
10)
11)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syndrome)
손목굴증후군(손목터널증후군, carpal tunnel syndrome)
통증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지속된 경련(prolonged spasm) 후 근육통이 존재할 수 있다.
앙부슈어 디스토니아(embouchure dystonia)라고 한다.
피아니스트의 오른손에 많은 이유는 대부분 오른손으로 빠르고 어려운 테크닉을 구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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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큰 시련을 안기기도 한다.

2. 호흡기 질환
악기 연주가 호흡기계 질환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병인론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취
악기 연주 후 악기에 잔존하는 세균으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한 우려가 있다.
취악기 연주 시에 악기 내부는 타액이 고이거나 따뜻한 호흡과 대기의 온도 차로 습기가 응결된
다. 이 따뜻하고 습윤한 악기 부위는 세균 활동의 적절한 위치가 되어 환자의 병원균이 옮겨 자랄
수 있다. 연주 후 악기 내부의 습기와 타액을 천과 소지봉으로 정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으나 이
과정이 소독을 의미하지 않으며 연주자가 직접 복잡한 악기 내부를 모두 살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취악기 내부에서는 기회감염성, 병원성, 또는 알러지유발성 미생물이 모두 발견되
며 가장 높은 집락을 보이는 위치는 악기의 마우스피스 부위이다(Glass 2011, 6). 또한 타액의 병원
성 세균은 연주 후 악기 내에 72시간 동안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핵을 유발하는 세균종
인 Mycobacterium strain BCG의 경우 나무 재질의 클라리넷 리드(reed)에서 13일간 생존이 가능했
다(Marshall 2011, 280). 이러한 경향은 세균에 한정되지 않는다. 15명의 색소폰 연주자의 중 13명
의 마우스피스에서 Fusarium sp, Penicillium sp, Clandosporium sp 등의 진균이 발견되어 악기에는
세균 뿐만아니라 진균류를 포함하는 다양한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Metzger 2010, 725).
이러한 사실은 연주자의 교차감염(inter-person infection), 자기재감염(intra-person reinfection)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Moore(2004, 245)는 취악기를 서로 공유하여 연주하는 경우 바이러스, 세균감
염에 대한 가능성을 경고하였는데 특히 환자가 치주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피가 나는 잇몸으로 인
하여 타액은 피를 포함하며 간염, HIV 등이 공유하는 악기를 경유하여 교차감염이 가능하다. 따라
서 자신의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단체와 중고등학교의 취악기 연주밴드나 연주자들 간에 중고 악
기와 마무스피스를 거래하는 경우 악기의 멸균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자신의 악기로 연
주하는 경우도 연주자가 감염되어 있을 경우 악기에 옮겨진 병원균을 통해 역으로 재감염이 가능
하다. 이러한 경우 반복적인 연습은 주기적으로 폐기관을 자극하고 재감염의 기회를 제공한다. 2년
간의 만성 폐렴을 겪은 호른 연주자가 Pseudomonas spp.에 오염된 악기를 소독하고 항생제 치료를
통해 회복된 사례가 있다(Tonseth 2002). 재발성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연주자의 경우 취악기
연주를 질환의 원인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취악기는 대부분 어둡고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케이스에 보관된다. 이 환경은 악기에 곰팡이
(진균, fungus)가 자라기 좋은 환경으로, 이환된 연주자는 과민성 폐렴(hypersensitivity pneumonitis)
에 걸릴 수 있다(Metzer 2010, 726). 따라서 연주자는 악기를 비롯하여 관련 도구를 면밀하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악기와 마우스피스의 습기는 소지봉과 스왑으로 닦은 뒤 건조를 위한 시간이 필요
다. 사용된 스왑의 천은 전자랜지로 소독하고 악기의 거래가 필요할 경우 자비소독이나 EO gas를
통한 악기 소독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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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취주악기는 폐의 기능이 부족한 환자들에게 치료의 목적으로 소개되었으나 취악기가 실제
로 호흡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오히려 관악기 연주자가 낮은 폐활량을
보인다(Deniz 2006, 507). 연주를 통해 증가된 폐의 활동으로 폐조직의 기압장애가 가능하고 일반
인이 비해 증가된 폐포의 크기가 여러 건강에 위해가 되는 물질들에 감수성이 높다는 가설이 있으
며 기존 취악기 연주자의 낮은 기대 수명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 아직 명확한 기전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Deniz 2006, 509; Ruano-Ravina 2003, 143; Kinra 1999, 1613).

3. 피부 질환
Önder(1999, 258)는 연주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피부질환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관점에서 117명
의 음악가를 검진하였다. 가려움증(pruritus), 편평태선(lichen planus), 두드러기(urticaria), 건선
(psoriasis), 다한증(hyperhidrosis), 아토피피부염(atopic dermatitis) 등의 질환은 악기 연주와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질환이었으나 연주와 관련하여 증가하였고 연주가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질환으로
서는 기계적 자극으로 인한 피부염, 알러지 피부염, 피부 감염 등이 보고되었다. Gambichler(2008,
220)는 412명의 연주자에게 발생하는 피부질환을 조사한바 있다. 관련하여 굳은살(58.4%), 접촉성
피부염(19.1%), 악기눌린상처(19.1%), 얇게 벗겨짐(3.4%) 등을 보고하였는데 대부분 악기의 물리적
이 자극으로 그 원인이었다. 연주와 관련한 피부 질환은 대부분 악기가 닿는 위치에서 일어나며 앞
선 보고에서처럼 원인에 따라 기계적인 자극으로 인한 피부염, 알러지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염, 감
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염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가. 물리적인 접촉이 유발하는 증상
악기와 기계적인 접촉으로 인해 가장 흔히 발생하는 것은 자극받는 위치의 굳은 살(calluses)이다
(Gambichler 2008, 220). 이외의 피부 부위에서는 대부분 악기를 큰 힘으로 지탱하기 때문에 발생
하는 질환이 대부분이다. 외국에서는 특정 악기의 증상 유발 상태를 관용어구로서 표현하고 진단명
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많다. 악기 눌림의 증상은 가벼운 피부의 손상에서부터 정맥을 압박하여 피
부색이 변하며 갑작스러운 부종과 통증을 유발하는 혈전증까지 다양하다.
Fiddler’s Neck은 바이올린과 비올라 연주자에게 보이는 목 부위의 눌린 상처이다(한승경 1986,
672; Jue 2010, 89). 악기의 목 고정과 관련하여 왼쪽 목부위에 국소적인 태선12)으로 나타난다. 피
부의 착색이나 붉은 발적 염증으로 부어 융기되거나 농포가 생기기도 한다(Peachey 1978, 669).
Guitar nipple는 어린 연주자가 크기에 맞지 않는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여 발생하는 증상으로 악기
에 닿아 자극받은 젖꼭지가 붓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Curtis 1974, 226). Guitarist’s groin은 클래
식 기타연주자가 기타를 지지하는 왼쪽 다리를 구부린 채 앉아 오랜 시간 연주하면서 왼쪽 종아리
와 넓적다리에 심부정맥혈전증(deep venous thrombosis)13)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Semple 1974,
12) 단단하고 거친 잔주름들이 커져서 더 뚜렷이 나타나는 피부병
13) 혈관 안에서 액체 상태로 흘러야 할 피가 고체로 굳어서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혈관을 막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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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Cellist’ chest는 첼로연주자가 가슴 아래쪽으로 악기에 기대어 연주하며 눌린 상처이다
(Mandell 1962, 348). Cello knee는 무릎 안쪽으로 첼로에 많은 힘을 가할 때 일어난다. Garrod’s
pads는 바이올린 연주시 악기의 현을 잡는 왼쪽 검지와 중지의 관절 윗부분의 피부가 두터워 지는
것을 말하는데 오랜 연주로 관절이 피로를 겪게 되면서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Bird 1987,
169). Paget-Schroetter syndrome는 비올라 연주자의 어깨와 목에 가해진 악기의 압력이 어깨의 정
맥을 압박하여 혈전증14)으로 발생할 수 있다(Reina 1988, 24). Harpist’s finger는 하프 연주자의 손
가락에 흔히 볼수 있는 손톱주위염(Paronychia)이나 굳은살을 말한다. Drummer’s digit은 타악기 연
주자의 손에 생긴 굳은살을 의미한다. Flutist’s chin과 Clarinetist’s cheilistis은 각각 플루트와 클라
리넷 연주 시에 앞턱과 입술에 악기가 눌린 것을 의미한다.

나. 알러지 유발성 접촉 피부염(Allergic contact dermatitis)
연주자에게 접촉성 알러지를 유발하는 항원으로 니켈(nickel), 케인 리드(cane reed)15), 콜로포니
(colophony)16), 프로폴리스(propolis)17), Exotic wood18) 등이 알려져 있다(Gambichler 2004, 2-5).
니켈은 대표적인 알러지 유발성 항원으로 관련한 피부염은 일반적으로 인구의 4.5%에서 발생한다
(Peltonen 1979, 27). 악기에 사용된 니켈도 예외일 수는 없어서 플루트, 트럼펫, 첼로, 기타, 비올라
등의 악기에 사용된 니켈을 통해 손가락, 손, 목, 입술 부위에 알러지성 피부질환이 보고된 바 있다
(Jue 2010, Inoue 1997, Nakamura 1999, Marchman 1992, Machácková 1986). 클라리넷과 색소폰에
서 사용되는 케인 리드(cane reed)도 입술 주위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며 플라스틱 리드를 사
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Inoue 1998, MacFadden 1992, Van der Wegen-Keijser 1991). 앞서 물
리적 자극을 원인으로 설명한 Flutist’s chin과 Clarinetist’s cheilistis은 플루트의 니켈성분과 클라리
넷 리드가 유발하는 알러지성 피부염의 증상이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다. 감염성 피부질환
감염성 피부질환의 경우 물리적으로 손상된 부위에 다시 감염이 되는 이차감염의 형태가 많다
(Gambichler 2004, 7). Harpist’s finger의 경우 굳은살 주위의 상처에 감염이 되어 손톱주위염
(Paronychia)이 발생한다. 금관악기에 있어 종종 일어나는 입술주위의 상처가 재발성 헤르페스 감
염(herpes labislis)으로 보고된 바 있다(Barkvoll 1987, 257). 앞서 서술한 바처럼 취악기의 취구부인
마우스피스에는 많은 병원성 세균이 집락하고 있으며 마우스피스의 부적절한 관리로 입주위의 감
염성 피부질환이 발생한다(Bryan 1960, 84; Marshall 2011, 282).

14)
15)
16)
17)
18)

액와-쇄골하 정맥혈전증(axillosubclavian vein thrombosis)
클라리넷과 색소폰, 오보에의 톤을 발생하는데 사용되는 물대(Arundo Donax).
송진으로 만들어낸 수지. 로진. 현악기의 활에 왁싱을 하는데에 쓰인다.
꿀벌이 만들어낸 수지. 현악기의 표면을 처리하는데 쓰인다.
악기 본체를 만드는 나무. East Indian rosewood, Brazilian rosewood, Makassar ebony wood, Cocobolo wood,
African blackwood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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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아-구강 질환
전문연주자들의 평소 구강관리와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은 적절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rgström 1985a, 230; Bergström 1985b, 196). 하지만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13%가 치아와 턱의
문제로 연주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연주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Middlestadt 1988, 690). 관련한 증상들은 취주악기와 바이올린/비올라 군에서 많은 관련성을 보
인다.

가. 앙부슈어로 인한 통증
취주악기의 다채로운 음색은 주로 구강구조의 미묘한 변화로 얻게 된다. 취악기를 다루는데 있
어, 이 미묘한 구강구조의 변화를 앙부슈어(embouchure)라 한다. 취악기를 연주하기 위해 형성하는
앙부슈어는 말을 하거나 식사를 할 때보다 더 큰 힘을 필요로 하는데 악기의 특성 상 공기가 관을
울려 연주 시 진동이 발생하면 입술과 치아가 자극을 받으며 관련한 증상이 발생한다(Fuhrimann
1987, 221; Englman 1965, 860; 문호진 2012, 54). 다음은 앙부슈어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증상에
대한 서술이다.
1) Cup-shaped mouthpiece embouchure (컵형태 마우스피스 앙부슈어)
트럼펫, 코넷, 호른, 트럼본, 유포니움, 튜바 등이 이 악기 군에 속한다. 마우스피스에 고정된 입
술은 떨림을 통해 악기 내부에 공명을 만들어 내며 악기와 신체사이의 압력을 조절한다. 입술은 리
드악기에서 리드의 떨림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절이 어려운 앙부슈어를 갖고 있다.
과도한 연주를 하게 되면 입술이 쓰라리고 붉게 발적될 수 있으며 회복 기간까지 편안한 연주가 어
렵다. 입술이 완충 역할을 하는 덕분에 악기가 치아에 직접 닿아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의 통증은 악기와 치아 사이에 입술이 눌려 일어나는 통증이다. 연주는 입술 근육의 활동과
아래턱의 위치 변화와 주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골격계의 문제와 악관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Single reed embouchure (단일리드 앙부슈어)
클라리넷, 색소폰이 단일리드 앙부슈어에 속한다. 아랫입술을 아랫니 위에 얹은 채 윗니와 함게
마우스피스를 물고 마우스피스 하방에 장착된 리드를 떨게 하여 연주한다. 이 경우 진동하는 악기
로 인해 구강구조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윗치아의 절단연이 악기의 진동에 의해 마모되거
나 파절될 수 있으며 아랫입술은 아래 앞니에 짓눌려 상처와 통증이 발생한다.
손상되는 상악의 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마우스피스 상부에는 탄성있는 패치를 붙이도록 되어 있
다. 테너, 바리톤 색소폰처럼 악기의 크기가 커질수록 진동은 심해지며 마우스피스 패치가 쉽게 손
상된다. 치아의 표면이 심한 진동에 계속 노출될 경우 치아 내부의 신경조직이 생활력을 잃게 되어
치아의 변색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Porter 1975, 27). 아래 입술의 상처는 아래 치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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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이 고르지 않은 경우 입술 내면에 교흔을 남기며 오랜 연주시 고통을 유발한다. 위아래의 앞니
에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는 앙부슈어 보조도구(embouchure aid)같은 일종의 마우스가드를 치아에
장착하고 연주함으로서 통증을 줄이고 입술을 보호할 수 있다(문호진 2012, 57).
3) Double reed embouchure (이중리드 앙부슈어)
정교한 두 겹의 리드를 사용하는 오보에와 바순이 이 앙부슈어를 사용한다. 마우스피스는 입 안
쪽에 위치하며 단일리드의 앙부슈어와는 달리 위아래 입술이 모두 각 치아를 덮고 입술만으로 마
우스피스를 물게 된다. 치아의 배열이 좋지 않거나 뽀쪽하고 거친 치아가 있을 경우 입술 안쪽에
고통스러운 부위가 생기며 윗입술이 짧은 경우 연주가 어렵다. 이중리드의 마우스피스는 상당히 작
은 입구를 갖고 있어 입안에 높은 압력을 형성하는데 종종 양쪽 뺨에 있는 침샘에 세균이 있는 타
액을 역류하도록 하여 이하선염을 일으킨다. 입술의 통증은 앙부슈어 보조도구로서 치료가 가능하
고 이하선염은 통상적인 항생제 치료로서 해결이 가능하다.
4) Aperture-type embouchure
두 입술을 모아 펴고 아랫입술로 취구를 일부 덮은 후 바람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연주한다. 바
람의 방향과 악기내벽의 각도의 조절로 소리가 발생하므로 아랫입술의 악기지지와 입꼬리 쪽의 근
육 조절이 필요하다. 돌출된 윗송곳니가 있거나 아랫치아의 배열이 좋지 않을 경우 연주에 어려움
을 겪을 수 있다.

나. 취주악기 연주와 교정치료
치의학에서는 턱과 치아의 다양한 자세관계를 중심교합(centric occlusion), 기능교합(functional
occlusion), 중심위(centric relation), 안정위(resting position) 등으로 표현하고 치료에 응용한다. 취악
기 연주에 있어 악기마다 다른 연주방법들은 턱과 치아, 입술, 얼굴근육 간의 새로운 자세관계를
형성한다. 연주로 형성되는 이런 새로운 자세관계가 교정적인 치아의 위치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일반적으로 연주를 하기 위해 입주위 근육에 형성되는 힘은 일상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힘보다 크다(Englman 1965, 860; Fuhrimann 1987, 221)19). 연주자의 두부
방사선 계측연구를 통해 Fuhrimann(1987, 222), Rindisbacher(1989, 227)는 취악기 연주가 악골과
치아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으나 Gualtieri(1979, 275), Brattström(1989, 184),
Herman(1974, 615; 1981, 154)는 치아의 경사 이동과 위치 이동에 주는 영향을 인정하였다. 연주자
가 성인이 되어 얼굴부위의 성장이 완료되고 치아 배열이 안정 상태에 있다면 악기연주가 치아배
열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유치가 탈락하고 대다수의 영구치가 맹출을 완료하여 치아의 배
열을 완성하게 되는 11세에서 13세의 어린 연주자의 경우에 집중적인 취주악기 연주는 치아의 배

19) Englman은 Brass 악기 500g, Reed 악기 270g, Flute 211g로 측정하였으며 Fuhriman은 Trumpet 윗입술 524g, 아
랫입술 188g, Clarinet 윗입술 121g, 아랫입술 299g로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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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과 악골의 성장에 영향20)을 줄 가능성이 있다(Herman 1981, 154). 따라서 이 시점에서 취주악기
의 연주는 치과의사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

다. 측두하악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joint disorder)
턱관절에 염증이 생기거나 탈구가 일어나 생기는 통증을 말한다. 턱관절은 다른 관절과는 달리
양쪽의 관절이 동시에 운동하며 입을 벌릴 때마다 함께 자발적으로 탈구가 일어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턱에 무리를 주는 연주 자세나 긴장으로 이를 꼭 깨무는 행동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Middlestadt(1988, 689)은 2,212명의 오케스트라 연주자 중 11%에게서 악관절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유달준(1995, 14)은 바이올린/비올라 군에서 60%, 금관악기 59%, 목관악기 50%의
턱관절 장애 유병율을 보였고 대표 증상으로 턱관절 잡음을 보고하였다.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경우 어깨와 턱으로 악기를 지지하기 때문에 왼쪽 턱관절의 디스크가 압박
되어 편측성 측두하악관절 장애가 주로 발생한다. 컵형태(cup-shaped)의 마우스피스를 사용하게 되
는 금관악기의 경우 아래턱이 앞으로 이동된 상태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되어 양측성 측두하악관절
장애가 발생가능하다. 이외에도 공연 연주 중 긴장으로 인해 이를 악무는 습관(bruxism)은 악관절
에 무리를 일으킨다. 턱관절 장애는 하악운동요법이나 초음파치료, 경피성 전기 신경자극 치료, 교
합장치 등을 통해 치료를 한다.

5. 기타 질환
이외에도 연주자는 공연 긴장으로 인한 다한증(hyperhidrosis)이나 구강건조증(xerostomia) 등을
겪을 수 있다. 공연 긴장은 일종의 무대공포(stage flight)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정도의 긴장은 좋은
연주의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극단적인 긴장은 질환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베타-차단제가 불안 통
제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무대공포를 갖는 연주자에게 빈번한 처방은 논란의 여지가 있
다.

Ⅳ.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는 드물지만 연주자에게 잦은 질환을 살펴보았다. 연주자에게 발생 가능
한 질환을 의학 전반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드물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각 분야의 증상을 종합
하고 폭넓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 치아의 배열 평가에서 이를 다문 상태에서 overbite(윗니가 아랫니를 덮는 수직거리, 수직피개교합)과 overjet(윗
니와 아랫니의 수평거리, 수평피개교합)이 있다. 11~13세 연주자에게 cup-shape 앙부슈어는 overjet과 overbite을
감소시키고, 단일리드 악기는 overjet과 overbite을 증가시키며, 이중리드와 aperture-type 앙부슈어는 overjet을 감
소시키고 overbite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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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문헌들이 무너진 신체의 균형을 확보하는 스트레칭과 강화운동, 휴식, 인간공학적인 연주
자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주관련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의 시작을 조
기에 확인하고 질환으로 발전되는 연주 활동을 피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연주가에게 악기를 놓는
다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다. 우리나라 연주자는 연주와 관련한 증상을 확인하였을 경우 과반이상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남 1997a, 19; 1997b, 54).

<표 6> 일반적인 증상의 진행
초기발생 군

연주시간 중 통증 및 피로감
휴직 후에는 호전
연주능력 저하 없음

중등도 위험군
→

연주시작 초기부터 발생
휴식 후에도 통증지속

고위험군
→

휴식 시에도 통증
반복적인 움직임이 없어도 발생
일상생활의 장애 동반

증상의 진행이 중등도로 발전하기 전에<표6>, 연주자는 연습의 강도나 시간을 평소보다 줄여서
연습하거나, 더 자주 휴식을 갖거나, 쉬운 레퍼토리와 연습곡을 연습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식에 준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연주 시 나타나는 불편함을 주의 깊게 확인
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발전되는 증상이 확인되면 전문 의료기관에서 신속한 진단을 받고 관련
한 치료를 시작해야 하겠다.
본 종설에서 여러 증례 보고와 집단 내 유병율 보고를 종합하여 소개하였으나 국내의 음악가 질
환에 대한 연구는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된 몇 편의 유병율 보고와 개개 질환의 분석보고에 한정되
어 있는 실정이다. 본 종설에서는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적인 접근이 가능한 근골격계 질환, 호흡
기내과의 치료가 필요할 호흡기 질환, 피부과의 시각으로서 확인되는 피부 질환, 치과의 협조가 필
요한 치아-구강 질환 등의 범주를 통해 연주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비록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질환이지만 이 이외에도 다양한 전문의료영역에 관련되어 있는
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치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건강한 연주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음악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향후 본 종설에 소개된 질환과 증상을 중심으로 진단, 평가, 치료에 이르는 다양
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alkydes@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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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연주가 유발할 수 있는 임상 질환의 소개 및 분류

Abstract

Medical Problems Experienced by Musicians

Ho-Jin MOON
Playing musical instruments require intensive mental and physical pressures in order to perform
precisely. The complex, repetitive and forceful movements here may lead to various problems such as
musculoskeletal pain, neuromuscular disorders, and orofacial problems. In addition, insufficient amount
of rest can be a leading cause of pain, movement disorder, paralysis, or infection.
The medical problems of musicians has have attracted a little attention as an object of clinical
observation. Therefore, it is indispensable for musicians to understand the playing movements and the
diseases closely related to i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the playing-related disorders among
instrumental musicians by reviewing the papers on the disease published in between 1990 and 2010.
This study also analyzed the diseases related to musculoskeletal, pulmonary and dermatologic, and
orofacial categories and their treatment options.
Musicians need to comprehend these diseases and actively begin the proper treatments.
KEY Words: Performing art medicine, Playing-related disorder, Instrumental musician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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