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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 player using a variety of traditional classical instruments: Gayageum, Geomungo, Ajaeng, Haegeum, Daegeum, 
Piri and Samul instruments. Background: A large percentage of instrument players have suffered from the musculoskeletal 
pain of each body parts. However, there is no research on the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players. Method: Through the focus group interview, a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musculoskeletal 
disorders was developed.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parts: demographic factors, performance factors, musculoskeletal 
disorders symptoms, musculoskeletal disorder experience. For the survey, 118 expert players participated. The data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chi-square analysis. Results: The symptom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the severe pain from musculoskeletal disorders were observed at neck, shoulder, back and knee. The musculoskeletal 
experience was statistically related to the factor of body height in Gayageum and Geomungo. In addition, the musculoskeletal 
experience in Geomungo was related to age and career. However, the musculoskeletal experience in Ajaeng and Haegeum 
was only related to the factor of hobby. The musculoskeletal experience in Daegeum and Piri was related to stretching. In 
addition, there was a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he musculoskeletal experience and sex in Daegum. In Samul instrument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observed at age, BMI, career and stretching. Conclusion: The symptoms of playing-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of traditional Korean musical players were prevalently observed at neck, shoulder, back and knee. 
In addition, these symptoms were related to the various demographic factors such as age, body height, BMI, career, sex, hobby 
and stretching. Appli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the preliminary data for preventing the musculoskeletal 
injuries of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 p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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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1983년 Aspen에서는 악기 연주자들의 건강문제에 관

한 첫 회의(The conference on medical problems in 

performing artists as part of the Aspen Music Festival)

가 열렸고 그 이후 악기 연주자들의 건강문제를 다루는 연

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Hoppmann, 2001). 그리하

여 외국에서는 현재 악기 연주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

된 고 위험 직업 군으로 평가 받고 있다. 

외국 기악 연주들에게서 주로 보고되는 건강문제로는 근

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무대공포증 등이 있는데 그 중에

서도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Fry 

et al., 1989; Lockwood, 1989; Rom, 1998; Kahar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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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Brandfonbrener, 2004; Hagberg et al., 2005). 특

히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이 상지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Fry, 1986, 1987; Hoppmann et al., 

1989; Lockwood, 1989; Gunderson, 1997; Zara and 

Farewell, 1997; Zara, 1998; Hoppmann, 2001; Heidi, 

2002). Anderson(1988), Lockwood(1989)은 연주자와 

관련된 근골격계 질환에는 주로 목, 어깨, 팔 등의 상지에 

나타나는 근 손상, 염좌, 건염, 점액낭염, 인대손상, 연골 및 

골의 손상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 저림, 얼얼함 등의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계속 진행되

면 운동마비, 근육위축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Robinson et al.(2002)는 일반적으로 연주자와 관련된 근

골격계 질환의 원인은 환경 요인(온도, 제한된 장소, 장비, 

마루면, 빛), 물리적 요인(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반복, 

부적절한 휴식, 접촉 스트레스, 진동), 개인적 요인(나이, 성

별, 신체적 적합성, 영양, 자세, 약물 복용 여부, 건강상태 

등)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Pratt et al. 

(1992), Larson et al.(1993), Roach et al.(1994), Zara 

and Farewell(1997)은 연주자와 관련된 증상 유병률은 성

인 기악 연주자의 경우 39~87%로 하였다. 그리고 Fry et 

al.(1988), Lockwood(1988), Grieco et al.(1989)은 학

생 기악 연주자의 경우는 연주자와 관련된 증상 유병률이 

34~62%라고 보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악 연주자들의 건강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Sung et al.(2000)는 연주

자의 연주행위는 공통적으로 손 및 상지를 사용하여 건반을 

짚는 동작이나 활을 켜는 동작과 같이 매우 정교하고 빠른 

속도의 반복적인 동작을 필요로 하며 악기를 지지하기 위해 

불안정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자세의 유지가 요구되며 이러

한 동작과 자세들을 연주행위 동안에 적절한 휴식이 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해야만 하는 특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그리

고 Koh et al.(2006)는 대부분의 연주자들은 아주 어릴 적

부터 전공 악기를 다루어 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의 연주경

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악기의 종류에 따라 크기나 무

게가 다르고 연주동작과 악기를 지지하는 연주자세가 연주

자마다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악기를 지지하는 연주자세

가 연주자마다 다른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의 연구가 관현악 연주 대상이거나 현악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전통 국악기 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전통 국악기 연주자들 역시 악기 별 다양한 

형태의 근골격계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

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 및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의 목적은 국악기 연주자를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질환 실태 조사를 통해 국악기 연주자들의 근골격

계 질환 실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다. 

2. Method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흐름은 Figure 1과 같다. 연구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되며 각 단계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설문지 개발, 설문 조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 

 

2.1 Focus group interview 

국악기 연주자들 대상으로 한 근골격계 증상 조사 설문지

를 개발을 위하여 국악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을 

선정하였다. 포커스 그룹은 다양한 국악기 연주 경험이 있는 

12명의 국악 원로와 인간공학 전문가로 구성을 하였다. 포

커스 그룹 인터뷰로부터 수집된 다양한 의견과 한국산업안

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해요인조사 평가용 근골격

계 질환 증상 설문지의 일부를 발췌하여 새로운 형태의 근골

격계 증상 조사 설문지 초안을 개발하였다. 

2.2 Questionnaire development 

국악 연구원 전문가와 연주 단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적으로 국악 연주자용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크게 연주자들의 개인 특성, 연주 특

성, 신체부담 부위 및 정도, 근골격계 질환 경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개인 특성은 연령, 성별, 키, 몸무게, 운동 여부, 

Focus group interview 

Preliminary questionnaire and interview to investigate physical
discomfort of each instruments on focus group 

Development of Questionnaire for Physical discomfort

Develop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the physical discomfort 

Survey on Physical discomfort 

Survey using questionnaire and depth interview 

Figure 1. Overall research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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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활동, 음주 여부, 흡연 여부가 조사되었고, 연주 특성에

서는 연주경력, 평상시 연주 정도, 공연 시 연주강도, 스트

레칭 여부가 조사되었다. 신체부담 부위 및 정도에서는 신체 

부위 별 통증 부위, 통증 부위의 통증 정도, 통증 시 조치방

법이 조사되었다. 근골격계 질환 경험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경험 유무와 치료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2.3 Musculoskeletal symptoms survey 

본 설문 조사는 서울, 부산, 남원, 진도 국악원에서 수련하

고 있는 연주 단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88명이 설문에 참

여하였다. 국악기 별 연주자들은 가야금 28명, 거문고 20명, 

대금 33명, 사물 37명, 아쟁 11명, 피리 32명, 해금 27명, 

타악 7명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 조사에 사용된 국악기의 

종류는 Table 1과 같다. 

 

 

3. Results 

3.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설문 응답자 188명 중 남자가 52%, 여자가 48%이었고, 

평균 나이는 34.5세였다. 키의 평균은 167.8cm, 몸무게의 

평균은 64.2kg, 비만도(BMI)의 평균은 24.9kg/m2으로 조

사되었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56%가 평소에 운동을 하고 

있었고, 운동의 강도는 낮음(26%), 중간(66%), 높음(8%)

으로 나타났으며, 중간과 낮은 수준이 전체의 92%를 차지

하고 있었다. 전체의 34%가 취미활동을 하고 있었고 취미

활동의 주 형태는 독서, 영화감상이 높게 조사되었다. 음주

와 흡연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의 60%, 23%가 각각 음주

와 흡연을 하고 있었다. 악기 연주 전 스트레칭 또는 준비운

동을 하는 경우가 전체의 44%로 낮게 나타났다(Table 2). 

3.2 Playing experience 

국악기 별 악기 연주경력을 조사하였다. 평균 연주경력은 

Table 1. Introduction to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Instruments Explanation Picture 

Gayageum A long zither with 12 strings 

 

Geomungo A fretted bass zither with six strings that is 
plucked with a bamboo stick 

 

Ajaeng A bowed zither 

 

String 
instruments 

Haegeum A vertical fiddle with two strings 

 

Daegeum A large transverse bamboo flute with buzzing 
membrane 

 

Wind 
instruments 

Piri A cylindrical oboe with a bamboo body 
 

Percussion 
instruments Samul instruments There are four percussion instruments: Buk, 

Janggu, Kkwaenggwari,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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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6년(±2.13)으로 나타났다. 각 국악기 별로 보면, 가야

금 23.5년, 사물 악기 22.7년, 거문고 21.7년, 대금과 피리 

19.7년, 해금 19.2년, 아쟁 17.5년 순으로 나타났다. 공연 

시와 평상 시 연주시간을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가야금, 거

문고, 대금, 해금 악기 모두 평상 시 연습시간보다 공연 시 

연습시간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그러나 다

른 악기의 경우 평상 시 연주시간과 공연 시 연주시간 사이

에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Table 3). 이러한 결

과는 국악인들이 1년에 약 100회 정도 되는 공연을 실시하

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연 시 연주가 근골격계 질환에 원인

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된다. 

3.3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연주형태에 따라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현악기의 경우, 가야금에서는 목(78.6%), 허리

(75%), 어깨와 무릎(71.4%)순으로 나타났고, 거문고에서

는 어깨(95%), 목(80%), 무릎과 손목(65%), 손가락과 허

리(60%), 아래팔(55%) 순으로 나타났다. 

아쟁에서는 목(100%), 어깨(90.9%), 허리(72.7%), 무

릎, 손목, 아래팔, 윗팔(54.5%) 순으로 나타났고, 해금에서

는 어깨(84.8%), 손가락(74.1%), 목(70.4%), 허리와 무

릎(63%) 순으로 나타났다. 관악기의 경우, 대금에서는 목

(87.9%), 어깨(84.8%), 무릎(69.7%), 허리(60.6%), 손목

(51.5%) 순으로 나타났고, 피리에서는 어깨와 목(59.4%), 

무릎(53.1%)순으로 나타났다. 타 악기의 경우 사물 악기에

서는 어깨(76.7%), 목(70.0%), 허리(60.0%)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4). 모든 악기에서 무릎, 목, 어깨, 허리의 증상 

호소가 높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증을 호소한 연

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증의 정도를 평가한 설문에서는 

5점 만점 중 4점 이상(심한 통증)을 호소한 부위가, 현악기

의 경우 거문고에서는 허리(4.0), 아쟁에서는 허리(4.3), 어

깨(4.2) 순으로 나타났다. 관악기의 경우, 해금에서는 손가

락(4.5), 허리, 어깨, 목(4.0) 순으로 나타났고, 대금에서는 

어깨, 허리(4.2), 목(4.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물놀이

의 경우 타 악기의 비해 통증의 호소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

타났다(Table 5). 

3.4 The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demographic 

variables and factors and prevalence of symptoms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근골격계 증상 호소와의 연관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명목형 데이터는 카이제곱 분

석, 수치형 데이터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현악기의 경우, 같은 현악기라도 악기에 따라 근골격계 질

환 증상과 연관성이 높은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모두 키에서 통계적 유의성(p<0.1)이 

나타났다. 즉 키가 클수록 근골격계 질환 증상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추가로 거문고는 연령과 경력

에서도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연령이 증가하거나 경력이 

증가할 수록 증상이 덜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쟁과 

해금은 취미생활 여부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취미생활의 내용으로는 운동과 관련된 취미로 헬스, 요가, 

자전거, 수영 등이 있었다. 

관악기는 대금과 피리를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대금에서는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ariable Statistic 

Gender   

 Male 98 (52%) 

 Female 90 (48%) 

Age   34.5±9.0 

Physical index   

 Height(cm) 167.8±8.0 

 Weight(kg)    64.2±14.19 

 BMI(kg/m2)    24.9±11.18 

Exercise  101 (56%) 

 Strength  

 High level  8 (8%) 

 Moderate level  77 (66%) 

 Low level  26 (26%) 

Hobby   64 (34%) 

Drinking  115 (60%) 

Smoking   40 (23%) 

Stretching   83 (44%) 

Table 3. Experience for playing instruments 

Instrument Career 
(year) 

Practice period 
before 

performance 
(min) 

Practice period
in daily life 

(min) 

Gayageum 23.5 320.0 165.0 

Geomungo 21.7 240.0 170.5 

Ajaeng 17.5 240.0 177.0 

Haegeum 19.2 314.3 190.8 

Daegeum 19.7 214.4 154.7 

Piri 19.7 213.2 183.2 

Samul instruments 22.7  67.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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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과 연주 전 스트레칭 여부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세부적

으로 보면 성별의 경우 남성(89%)이 여성(54%)보다 근골 

격계 질환을 경험의 비율이 높았고, 스트레칭의 경우, 스트

레칭을 한 경우(24%)가 안 한 경우(53%)보다 근골격계 

질환 경험의 비율이 낮았다. 피리는 스트레칭 여부에서만 연

관성이 나타났다. 스트레칭을 한 경우(32%)가 스트레칭을 

안 한 경우(62%)보다 근골격계 질환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사물악기는 다양한 연령, BMI, 경력, 스트레칭 여부의 요

인에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연령과 BMI에서 통계적 유의

성(p<0.1)이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질

환 증상과의 연관성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BMI가 

높을수록 근골격계 질환 증상과의 연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6, 7). 

Table 4.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in body parts 

Instruments Neck Shoulder 
Upper 
arm 

Elbow Forearm Wrist Palm Finger Back Hip Thigh Knee Calf
Ankle
/foot

Gayageum  78.6 71.4 35.7 25.0 35.7 42.9 25.0 39.3 75.0 46.4 28.6 71.4 32.1 35.7

Geomungo   80.0 95.0 35.0 10.0 55.0 65.0 25.0 60.0 60.0 40.0 25.0 65.0 20.0 45.0

Ajaeng 100.0 90.9 54.5 27.3 54.5 54.5  0.0 45.5 72.7 27.3  9.1 54.5  9.1  9.1

Haegeum 70.4 81.5 25.9 22.2 29.6 48.1 18.5 74.1 63.0 48.1 25.9 63.0 40.7 44.4

Daegeum  87.9 84.8 48.5 24.2 33.3 51.5 24.2 39.4 60.6 39.4 33.3 69.7 30.3 36.4

Piri  59.4 59.4 21.9 18.8 12.5 31.3  9.4 18.8 46.9 15.6 12.5 53.1 18.8 34.4

Samul instruments  70.0 76.7 26.7 16.7 30.0 36.7 10.0 33.3 60.0 23.3  3.3 50.0 30.0 50.0

Table 5. Degree of musculoskeletal symptoms in body parts 

Instruments Neck Shoulder 
Upper 
arm 

Elbow Forearm Wrist Palm Finger Back Hip Thigh Knee Calf
Ankle
/foot

Gayageum 3.4 3.7 2.0 2.6 2.3 3.3 1.6 2.9 3.9 3.4 3.6 2.8 2.6 2.5 

Geomungo 3.8 3.8 1.9 2.0 1.8 2.7 1.2 3.1 4.0 2.6 2.6 3.3 2.5 1.8 

Ajaeng 3.5 4.2 3.2 2.0 2.2 3.0 0.0 3.0 4.3 4.3 2.0 3.0 1.0 3.0 

Haegeum 4.0 4.0 3.0 2.3 3.0 3.4 2.0 4.5 4.0 3.6 2.0 3.0 2.5 3.4 

Daegeum 4.1 4.2 3.3 1.4 3.2 3.5 1.9 3.1 4.2 3.1 1.8 3.0 2.0 2.3 

Piri 3.7 3.8 1.9 1.8 1.5 2.4 2.3 1.5 3.9 3.2 3.0 2.9 2.7 2.0 

Samul instruments 3.4 3.7 2.6 3.6 2.8 2.5 3.3 2.3 3.3 2.0 5.0 3.2 2.9 3.5 

Boldfaced numbers indicate the score of equal to 4 point and above.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musculoskeletal experience and demographic variables 

Age Stature Weight BMI Career 
Instruments 

r p-value r p-value r p-value r p-value r p-value

Gayageum 0.10 0.629 0.18 0.054* 0.03 0.903 -0.21 0.307 0.09 0.661 

Geomungo -0.46 0.050* 0.43 0.062* 0.15 0.571 0.13 0.628 -0.47 0.038* 

Ajaeng 0.41 0.208 0.23 0.531 0.30 0.398 0.22 0.601 0.50 0.115 

Haegeum 0.08 0.693 -0.09 0.657 -0.16 0.425 -0.18 0.374 -0.20 0.325 

Daegeum 0.09 0.616 0.24 0.177 0.22 0.226 0.23 0.201 0.02 0.932 

Piri 0.17 0.348 0.17 0.360 -0.06 0.738 -0.11 0.562 0.05 0.793 

Samul instruments -0.45 0.014* 0.05 0.795 0.32 0.100 0.35 0.069* -0.39 0.038* 

r: coefficient of correlation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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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scussion 

본 연구는 국악기 연주자의 개인 특성과 연주 경험, 근골

격계 증상 발현 부위, 근골격계 질환 경험 유무를 조사하여, 

국악기 연주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현황 자료를 수집하고, 향

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악기 연주자들이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부위는 서

양 악기 연주자들이 호소하는 부위와 일부 공통점이 발견

되었지만 서양 악기 연주자들에 비해 다양한 부위에서 근

골격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서양 연주는 상지를 주로 

사용하는 연주 특성에 따라 상지 쪽 부위에서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지만(Dawson, 1988, 1995; 

Knishkowy and Lederman, 1986), 국악기 연주자는 모든 

악기에서 무릎, 목, 어깨, 허리의 증상 호소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주로 연주형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서양의 약기들은 대체적으로 서서 연주를 하거

나 의자에 앉아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국악기의 경

우는 바닥에 앉아 비대칭 가부좌 자세로 연주를 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서양 악기 연주자들에 비해 허리를 비롯한 

하지 부위에도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호소가 높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악기의 경우 아래팔, 손목, 손가락, 

목, 어깨, 허리, 무릎 등 신체의 많은 부위에서 근골격계 증

상이 발견되고 있고 통증 정도도 심하게 관찰되고 있어 조속

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중 거문고와 사물 악기의 경우 연령이 증

가하고, 경력이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경험이 낮

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하

면 경력이 같이 늘어나고 근골격계 증상에 더욱 쉽게 노출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개념과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관찰할 수 있다. 

Virokannas et al.(1999)은 55세 작업자의 작업경력과 근

골격계 질환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 작업경력(work 

career)은 근골격계 증상과 관련성이 있었고 특히 높은 작

업경력(advanced work career)을 지닌 사람들에게서 근

골격계 증상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Salik and 

Özcan(2004)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작업경력과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상관성을 보았다. 그 결과 작업경력이 낮은 물

리치료사에게서 근골격계 증상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물

리치료 시술에 대한 기술 및 지식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또한 이러한 맥락의 결과가 발견되었고 

이는 경력에 따른 연주기술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거문고와 가야금의 경우 키가 증가할수록 근골격계 증상

에 대한 경험이 높아지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반면 비슷한 

형태의 아쟁에서는 신장과 근골격계 증상에 대한 경험의 상

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현악기의 연주자세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연주 시 비대칭 가부좌 자세를 

주로 취하고 왼쪽 손목을 굽혀 현을 눌러 장력을 조절하고 

오른쪽 손목을 굽혀 손가락으로 현을 반복적으로 뜯는 연주

자세를 보여준다. 반면에 아쟁은 왼쪽 손목은 가야금, 거문

고와 비슷한 자세를 취하지만 오른쪽 손은 활을 사용하여 

연주를 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그리하여 키의 요소는 가야금, 

거문고에서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프로그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국악기 연주자들도 

악기 연주 전 스트레칭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도 피리, 

대금, 사물 악기 연주자들의 경우 스트레칭이 근골격계 증상

에 대한 경험을 줄여주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Hansen and Reed(2006), Costa et al.(2008)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레칭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와 같이 연주 전에 스트레칭 및 준비

Table 7. Chi-square analysis between musculoskeletal experience and demographic variables 

Gender Exercise Hobby Smoking Drinking Stretching 
Instruments 

χ2 p-value χ2 p-value χ2 p-value χ2 p-value χ2 p-value χ2 p-value

Gayageum 0.24 0.611 0.18 0.611 1.34 0.212 3.64 0.359 0.56 0.562 0.00 0.946

Geomungo 0.27 0.628 0.95 0.355 1.82 0.196 0.03 0.876 1.83 0.196 0.27 0.628

Haegeum 0.59 0.463 0.30 0.603 6.75 0.008* 0.55 0.478 0.31 0.597 1.92 0.179

Ajaeng 0.08 0.808 0.02 0.910 3.23 0.085* 0.41 0.568 0.92 0.389 2.93 0.104

Piri 0.55 0.474 0.25 0.631 0.00 0.962 0.71 0.416 0.37 0.557 2.82 0.099*

Daegeum 3.41 0.068* 0.08 0.792 0.23 0.642 0.00 1.000 0.11 0.751 3.02 0.087*

Samul instruments 0.01 0.931 1.17 0.297 1.21 0.288 0.00 0.979 0.03 0.877 4.19 0.042*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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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은 예방 프로그램으로서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국악기 연주자들은 서양의 다른 악기 연주

자들과는 다르게 신체 전체 부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근골격

계 증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통증의 정도

도 매우 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악기 연주자의 

경우도 일반 작업자처럼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면 비용적

인 손실이나 인적 손실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연주자가 

그러한 단계로 접어들기 전에 일상 업무 빨리 복귀하게 하

기 위하여 work hardening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Work hardening은 고객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작업 중심의 치료 프로그

램을 의미한다. 국악이 연주자들의 경우는 국악기 연주를 하

기 위해 사용되는 근육군을 찾아내고 해당 근육에 대한 스트

레칭과 단련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

램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work hardening 프로그

램을 통해 증상 호소 부위에 대한 트레이닝을 한다면 좀더 

효과적인 근골격계 예방 프로그램으로서의 좋은 수단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Schonstein et al., 2002). 

5. Conclusion 

본 연구는 국악기 연주자의 근골격계 증상 부위와 그 원인

을 규명하기 위한 정량적 역학 조사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규명되어 있는 통증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국악기의 

특징과 연주자의 특징을 세심히 고려하여 그 예방과 치료방

법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고, 특정 단일 원인을 규명하지 못

한 통증의 경우에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운동 및 

스트레칭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를 연습과정과 연주과

정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개인 별로 관리해 

오던 국악기 연주자들의 통증 문제를 해결하고 국악기 연주

자들의 연주활동을 돕고 연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

학적이고 다면적인 예방 프로그램의 체계적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 입증된 

통계적 결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고, 추후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밀 분석을 위한 인체공학적 조사와 근

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악기 별 맞춤형 근육 강화 및 스트

레칭 프로그램 개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공

학적인 결과가 국악기 연주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한국전통국악기 연주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그 활용 여부에 따라 

공학적 연구 결과가 문화적 보전성을 증대시키는 매우 흥미

로운 사례로 인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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