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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Background: High string instrument (violin, viola) players are at high risk for developing musculoskeletal

problems. In particular, a higher prevalence of shoulder problems has been reported. However, evidence of the

effectiveness of therapeutic exercise for musicians with this condition is lacking until now.

Objects: This case serie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 specific exercise program on shoulder pain,

dysfunction, and posture of professional orchestral high string musicians.

Methods: Five professional orchestral high string players with shoulder pai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six-week specific exercise program focus on scapular stability for shoulder pain consisted of scapular

muscle exercise. Physical examinations for pain and dysfunction, posture were performed, were identified

among all subjects before starting the exercise program.

Results: The results revealed that shoulder pain decreased by 67.86% and the effect of pain on

instrument play decreased by 63.33%. The 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and the performing arts

module-quick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scale decreased by 71.72% and 51.61% respectively.

The exercise program improved function and posture.

Conclusion: A specific exercise program for high string players was effective in managing shoulder

pain. This case series is intended to provide empirical data on the effectiveness of an exercise program

aimed at assessing the effect of exercise on pain, dysfunction, and posture of professional orchestra

musicians associated with specific instrument groups.

Key Words: High string player; Playing-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Professional orchestra;

Shoulder pain.

Ⅰ. 서론

연주자는 악기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년 동안 매일

반복적이고 집중적인 연습을 통해 정교한 기량을 연마

하게 되며, 전문가인 직업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공연

을 위한 수준 높은 곡들을 연주하기 위하여 특별히 더

많은 연습시간이 요구된다(Alan, 2006). 이는 연습의 강

도와 시간의 증가에 따른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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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부상에 노출되며 과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의

의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Fry, 1986).

전문오케스트라 연주자의 연주와 관련된 근골격계 증상

(performance-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PRMDs)

유병률은 국내외 설문조사에서 39%∼87%로 보고되었으

며(Kok 등, 2016; Moon, 2012), 오케스트라 연주자(현악기,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 중 현악기 연주자의 66%가

심각한 근골격계 문제를 경험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악기

연주와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Middlestadt과 Fishbein, 1989). 현악기군은 상위악기(바이

올린과 비올라)와 하위악기(첼로, 더블베이스)로 분류되며

상지를 올린 상태에서 연주하는 상위 현악기군 연주자가

다른 악기군 연주자에 비하여 높은 PRMDs의 유병률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상지에서 78.1%의 유병률을 보고하였

다(Abreu과 Micheo, 2007).

상위 현악기(high string player)는 악기 특성상 연주

시 한 팔 또는 양팔을 40도 이상 올리고, 왼쪽 어깨는

중력에 대항하여 악기의 무게를 지지한 상태에서 목의

가쪽 굽힘, 왼쪽 어깨의 가쪽 돌림과 왼쪽 아래팔의 뒤

침 자세에서 움직이고, 오른쪽 어깨는 벌림 자세로 활

을 잡은 상태에서 역동적인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

게 된다(Nyman 등, 2007; Wilke 등, 2011). 이는 양쪽

상지의 비대칭적인 자세, 정적 하중과 빠른 반복적인

움직임으로 인한 다양한 근골격계 손상에 노출될 수 있

으며 악기의 특성상 하위 현악기는 허리와 등, 목관악

기는 오른손 엄지, 금관악기는 후두 점막증과 같은 질

환 등을 유발하는 반면, 상위 현악기는 어깨충돌증후군,

어깨뼈 이상증, 돌림근띠증후근 등과 같은 손상의 위험

이 높다고 하였다(Fry, 1986; Moore 등, 2008; Wilke

등, 2011).

현악기 연주자의 어깨관절 부위 손상 후에 재활 치

료의 긍정적인 치료 결과는 좋지 않은데 이것은 과사용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연주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치료방법의 적용이 원인이 될 수 있다

(Rickert 등, 2012; Wilke 등, 2011). 통증이 전문 연주

자의 악기 연주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으

며, 심할 경우 연주를 못하게 되는 문제를 야기하므로

근본적인 통증의 요인을 확인하고 PRMDs의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Davies과 Mangion, 2002; Wu,

2007). 스포츠 선수와 악기 연주자가 직면하는 직업적

인 부상 위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선수는 전

문 의료인이나 관련 전문가들과의 강한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

조적으로 악기 연주자와 관련된 연구는 현저히 부족하

며 전문적인 관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Chan 등,

2013; Gasenzer 등, 2017).

Rethorst 등(2009)과 Wajswelner 등(2012)은 일반적

인 운동이 통증 완화와 근 지구력, 근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지만 PRMDs를 예방하기는 불충분

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문 악기연주자들은 많은 연

습시간과 바쁜 연주 일정을 소화하므로 특별한 운동으

로 인한 근육피로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일반적인 근력운

동이 근육의 부피가 증가되어 연주 시 민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 일반적으로 신체적 운동

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Chan 등, 2013; Lockwood,

1989). 국내에 악기연주자의 PRMDs과 관련된 연구는

대개 과사용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관련 유병률 연구

와 질환 특성 분석 연구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Moon, 2012) 연주자를 위한 특별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과 그것의 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모두

현저히 부족하며 어깨통증을 경험하는 오케스트라 전문

연주자의 운동프로그램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Chan 등, 2013; Gasenzer 등,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어깨관절부위에 통증을 경험하고

있는 5명의 현악기 전문 직업연주자를 대상으로 한 사

례군(case series) 연구로, 연주자에게 어깨통증 치료를

위한 특정 운동프로그램의 적용이 통증과 기능수준, 상

지 자세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K시의 K시립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명의 상위현악기(바이올린, 비올라) 직업 연주자

단원 중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어깨에 통증을 경험하고 대상조건에 적합하고 이 연구

에 자발적인 참여를 자원한 연주자 5명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선정조건은 현재 오케스트라 직업연주자

로 활동 중이며 연주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어깨관절

부위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정형외과적 병력(수술)이 없

는 자, 악기 연주 시 또는 휴식 시 어깨에 통증을 3개

월 이상 호소하는 자, 통증이 숫자등급척도(numeric

rating scale; NRS) 3 이상인 자, 그리고 본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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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A B C D E

Gender F F F F F

Age (year) 50 38 29 40 35

Weight (kg) 57 75 45 44 55

Height (㎝) 158 170 158 156 162

BMIa (kg/㎡) 22.8 25.9 18.0 18.0 20.1

Pain duration

(month)
15 13 12 10 26

Playing career

(year)
43 26 16 30 23

abody mass index.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 of all cases

적을 이해하고, 평가 및 중재 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

을 듣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로 기관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로 하였

다. 제외조건으로는 어깨관절부위에 심각한 신경학적

질환이 있는 자, 우울증 혹은 정서가 불안정한 자, 연구

의 모든 평가 또는 검사, 운동중재 시 발생한 심한 어

깨통증으로 인하여 참여가 불가능한 자는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대전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연구가 진행되었다(approval

number: 1040647-201804-HR-007-03).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Table 1)과

사례별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과거력 등은 다음과 같

다. 5명의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8.4±6.9세였고, 평균 체

질량지수는 21.0±3.0이었으며, 통증을 경험한 기간은 평균

15.2±5.6개월이었고, 악기를 연주한 경력은 평균 27.6±9.0

년이었다. 사례A(전○○)는 50세 여자로 연주경력 43년인

오케스트라 비올라 연주자이다. 3년 전에 손목 힘줄염 진

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며 수년간 경도의 지

속적인 양쪽 어깨의 통증이 있었으나 1년 전부터 왼쪽

어깨의 통증이 심해져 상지를 올리는 동작과 어깨를 안

쪽돌림 하는 동작 시 통증이 있어 움직임이 제한적이며

비올라 연주 1시간 후에 통증이 더욱 증가하였다.

사례B(정○○)는 38세 여자로 연주경력 26년인 오케스

트라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2년 전에 손목 힘줄염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또한 1년 전부터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으며, 6개월 전에 심한 통증으로

어깨관절염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

한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1달의 휴식을 취한

후 통증이 약간 감소하였다. 현재 통증이 경미하게 남아

있으며 통증의 두려움으로 인해 바이올린의 왼쪽 낮은 현

(string) 연주 시, 불안함을 호소하였으며 연습량이 많아

지면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였다.

사례C(전○○)는 29세 여자로 연주경력 16년인 오케

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지난 12개월 동안 오른쪽

어깨와 어깨뼈 안쪽에 통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연주 후

에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였다. 일반적인 운동으

로 그룹 필라테스 운동을 일주일에 두 번 참여하고 있

으나 통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최근 왼쪽손목에 손

목결절종 진단을 받았으며 통증은 없으나 연주와 운동

시 손목 부위에 불안감이 크다고 하였다.

사례D(이○○)는 40세 여자로 연주경력 30년인 오케

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6년 전에 경도의 척추측

만증 진단을 받은 병력이 있으며, 최근 10개월 동안 오

른쪽 어깨와 어깨뼈 안쪽부분에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

다. 통증은 대개 연주 시작 후 30분 시점부터 시작되며

연주 외에, 대가족 식구로 일반적인 집안일을 많이 하

는 경우 통증의 강도가 더 심해진다고 하였다. 운동은

일주일에 두 번 그룹 필라테스 운동을 하고 있다.

사례E(성○○)는 35세 여자로 연주경력 23년인 오케

스트라 바이올린 연주자이다. 5년 전에 목에 추간판탈

출증과 척추옆굽음증을 진단 받아 6개월간 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으며, 통증이 지난 26개월 전부터 다시 서서

히 시작되어 현재 오른쪽 어깨와 어깨뼈 안쪽부분에 지

속적인 통증이 발생되고 있다. 개인운동으로 승마를 하

고 있으며 1주일 전 부터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며 학생

들의 악기 조율(tuning) 횟수가 늘면서 왼쪽 손목과 어

깨 통증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였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오케스트라의 직업연주자 중 지속

적인 어깨통증이 있는 현악기 연주자 5명을 대상으로

중재 전에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병력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자발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할 것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그 다음 대상자들의 문제점

을 파악하기 위한 신체적 평가를 실시하였다. 기능수행

수준의 평가를 위해 악기 연주자들의 상지기능장애 수

준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연주자-상지기능장애

(performing arts module–quick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PAM-QuickDASH)와 상지기능장

애(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SPADI) 수준

평가, 어깨의 관절가동범위 측정 그리고 상지의 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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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시행하였다. 통증 수준의 평가를 위해 현재 통

증 수준과 통증이 악기 연주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

깨관절부위와 관련된 12가지 특수 정형의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상지의 자세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방머

리 각도와 전방어깨 각도, 작은가슴근의 길이 검사 그

리고 어깨뼈의 위치 검사를 각각 시행하였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대상자에게 적용할 치료

적 운동프로그램을 결정하였다. 운동중재는 6주간에 실

시하였고, 중재 전과 중재 후에 이전에 시행한 모든 평

가를 다시 시행하였다.

3. 평가 도구와 방법

가. 기능수준

1) 연주 활동에 대한 상지의 기능수준

대상자가 연주 활동 중에 자신이 인지하는 상지의

기능장애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PAM-QuickDASH

평가지를 사용하였고, 평가는 중재 전과 후 각각 실시

하였다. 이 평가지는 악기 연주를 수행할 때 상지의 근

골격계 기능과 증상을 평가하도록 고안된 평가지로 총

4개 항목으로 각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합산점수를 백분율(%)로 환산하고 이 평가 도구의 측

정자내 신뢰도는 .91로 알려져 있다(Beaton 등, 2001).

2) 상지의 기능장애수준

상지의 기능장애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SPADI 평

가지를 사용하였다. 상지의 통증수준에 대한 5항목과

기능장애수준을 평가하는 8항목으로 10점 척도의 통증

수준과 기능장애 정도 점수를 합산하고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상지 기능장애 평가는 중재 전과 후에 각

각 평가하였다. 이 평가도구의 내적 일치도의 범위는

.86에서 .95이다(Roach 등, 1991).

3) 어깨의 관절가동범위

어깨의 관절가동범위 평가는 수동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의 관절가동범위를 측정하였다. 검사 자세는 바로

누운 자세에서 표준형 각도기(universal goniometer,

Lafayette Instrument Co., Sagamore, USA)를 사용하

여 중재 전과 후에 각각 2회씩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이 평가방법의 측정자내 신뢰도는 .87에

서 .99이다(Riddle 등, 1987).

4) 상지의 근력 측정

대상자의 상지 근력을 평가하기 위해 근력 측정기

(JTech Power Track II, JTech Medical, Utah, USA)

를 사용하였으며 측정기의 범위는 1∼125 lb이다. 근력

은 표준화된 도수근력 자세에서 안쪽 돌림근과 가쪽 돌

림근 그리고 아래등세모근의 근력을 중재 전과 후에 각

2회씩 측정하였고 평균값을 얻었다. 대상자의 근피로도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측정 간에 60초의 휴식기를 가졌

으며, 이 근력 측정기를 이용한 근력 측정은 측정자내

신뢰도는 .89∼.96이다(Cadogan 등, 2011).

나. 통증 수준

1) 통증이 악기 연주에 미치는 영향

통증이 악기연주에 영향을 미치는 통증의 수준 평가

는 NRS로 측정하였다. NRS는 0점에서 10점의 11등급으

로, 0점은 ‘통증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음’이며, 10점은

‘매우 심하게 영향을 받음’으로 구분하였다. 이 척도의

측정 재검사 신뢰도는 .95∼.96이다(Hawker 등, 2011).

2) 경험하는 통증수준

현재 대상자가 경험하고 있는 어깨관절부위의 통증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0∼10점인 NRS를 이용하였다.

3) 어깨관절부위와 관련된 특수 검사

어깨관절부위의 손상 특히 어깨충돌증후군, 어깨관절

불안정성, 어깨돌림근띠 병변, 어깨뼈 이상증을 감별하

는 특수 검사 총 12가지(Cools 등, 2008)를 실시하였고,

각 검사 시 통증 발생 유무를 평가하였다(Table 2).

다. 자세 특성

1) 전방머리 각도와 전방어깨 각도 측정

대상자의 전방머리 각도와 전방어깨 각도에 측정은

바로 선 자세에서 대상자의 7번 목뼈 가시돌기와 어깨

봉우리 부위에 표식(marker)을 하고 편안한 자세에서

카메라와 1.5 m의 거리에서 시상면 사진을 촬영하였다.

동일한 검사자가 이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총 2개의 이

미지를 촬영한 후 영상분석 프로그램(ImageJ program,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MD, USA)을 이용하여

중재 전과 후의 각 자세 변수를 평가하였다. 전방머리

각도는 7번 목뼈 가시돌기에서 수직 기준선을 잇는 선

과 바깥귀길의 경사각으로 분석하였고, 전방어깨 각도는

7번 목뼈 가시돌기에서 어깨봉우리의 수직 기준선까지

연장되는 선의 경사각으로 분석하였다. 전방머리 각도의

측정 신뢰도는 .92이며 전방어깨 각도의 측정 신뢰도는

.89이다(Thigpen 등, 2010).

2) 작은가슴근 길이 검사

작은가슴근의 근육 길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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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s
Case A Case B Case C Case D Case E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Pre Post

Apley’s test + - + - - - + - - -

Painful arch + - - - - - - - + -

Hawkins–Kennedy Test + - + - - - - - + -

Neer’s Test + - + - - - - - + -

Apprehension Test + - + - - - - - + -

Shoulder internal

rotation

with over-pressure

- - + - - - - - + -

Jobe test - - + - - - + - + -

Full can test + - - - + - - - - -

O’Brien’s/ Active

Compression Test
+ - + - - - - - - -

Scapular assistance Test - - - - + - + - + -

Scapular retraction Test - - - - + - + - + -

Table 2. Baseline results of orthopedic tests before intervention of all cases

캘리퍼(vernier caliper, Bluetec, Seoul, Korea)를 사용

하였다. 대상자는 바로 서서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정

면을 응시하도록 하였고 부리돌기 아래안쪽 지점으로부

터 4번 복장뼈와 갈비뼈가 만나는 지점까지의 작은가슴

근 길이를 2번 측정하였다. 측정한 작은가슴근의 길이

는 대상자의 신장을 이용하여 환산해 작은가슴근 지수

(작은가슴근 길이/대상자의 신장×100)로 일반화하였다.

이 측정방법은 측정자내 신뢰도 .96이다(Borstad, 2008).

3) 어깨뼈 위치 검사

대상자는 어깨면에서 엄지손가락을 위로하여 양 팔을

같은 속도로 위로 올리고 내리는 연습을 3회 실시하였

다. 측정은 대상자가 어깨면에서 양손에 덤벨을 들고 6

번 팔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하게 하였다. 덤벨

의 무게는 1kg을 사용하였다. 어깨뼈의 위치 분석은 중

재 전후 각각 동영상 촬영을 하여 분석하였다. 평가는

팔을 올리는 과정에서 어깨뼈가 움직이는 특성을 검사자

가 판단하고 어깨뼈이상증(scapular dyskinesis)의 유형1

∼4 중 하나로 판정하였다. 즉, 유형1은 어깨뼈 아래각

돌출, 유형2는 아래 안쪽면 돌출, 유형3은 어깨뼈 위각의

위쪽 돌출, 유형4은 정상이며 이들 중 선별하여 판정하

였다. 이 평가방법의 신뢰도는 어깨뼈의 상승 및 하강

단계에서 각각 k=.49와 k=.57이었다(Huang 등, 2015).

4. 연구대상자에 신체적 양상

위의 평가 과정을 통해 파악된 신체적 증상은 다음

과 같다. 사례A는 위팔뼈의 앞쪽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어깨충돌증후군 검사인 하우킨스-케네디(Hawkins-

Kennedy), 니어(Neer), 풀캔(full can)의 3가지 검사가

양성이었으며, 통증호(painful arch) 검사 시에 통증의

시작되는 각도는 91도였으며 통증이 사라지는 각도는

112도였다. 어깨관절 불안정 검사인 불안(apprehension)

검사와 관절테두리 검사인 오브라이언(O’Brien) 능동 압

박(active compression) 검사는 양성이었으며 어깨뼈 위

치 검사에서 어깨뼈 손상 유형 중 ‘심하지 않은(mild)’

어깨뼈 아래각이 돌출되는 유형1이었다. 사례B는 하우킨

스-케네디 검사와 니어, 죱(Jobe) 검사 시 모두 양성이

었고, 니어 검사 시 어깨관절 뒤쪽에서도 통증을 호소하

였다. 어깨관절 불안 검사와 과압력을 동반한 어깨관절

안쪽 돌림(shoulder internal rotation with over-pres-

sure) 검사는 양성이었고, 오브라이언 검사도 양성 반

응을 보였다. 어깨뼈 손상 유형은 ‘심하지 않은(mild)’ 어

깨뼈 위각이 위쪽 돌림되는 유형3이었다. 사례C는 풀캔

검사 시 오른쪽 어깨 뒤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어깨뼈 보

조 검사에서 양성이었으며 어깨뼈 안쪽에 통증을 호소하

였다. 어깨뼈 이상증 검사에서 ‘심한(severe)’ 어깨뼈 아

래각이 돌출되는 유형1이었다. 또한 목의 왼쪽 가쪽 돌

림과 전방 기울임이 있었으며 아래등세모근의 근력이

약하였다. 사례D는 어깨충돌증후군 검사인 죱 검사에

서 양성이었고, 어깨관절 뒤쪽에서도 통증을 호소하였

다. 어깨뼈 보조 검사에서 양성이었으며 ‘심한(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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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rcise type
Case

A B C D E

Education √
a

√ √ √ √

Warm up √ √ √ √ √

Exercises

Pectoralis minor stretch √ √ √ √ √

Levator scapular stretch √ √ ○
b

√ √

Cross-body stretch for posterior √ √ ○ ○ √

Prone extension √ √ √ √ √

Forward flexion in side lying √ √ √ √ √

External rotation in side lying √ √ √ √ √

Prone horizontal abduction with external rotation √ √ √ √ √

Push-up plus √ √ ○ ○ ○

Dynamic hug ○ ○ √ √ √

Resisted scapular retraction √ √ √ √ √

Thoracic mobilization with movement √ √ √ √ √

Cool down √ √ √ √ √

Home exercise √ √ √ √ √
adone, bnot done.

Table 3. Summary of the exercises program applied to each subject

어깨뼈의 아래각이 돌출되는 유형1과 어깨뼈 위각이

위쪽 돌림 되는 유형3이 같이 나타났다. 사례E는 하우

킨스-케네디와 니어 검사에서 양성이었고, 통증호 검

사 시 통증의 시작 각도는 86도 통증이 사라지는 각도

는 113.5도였다. 어깨관절 불안 검사와 과압력을 동반

한 어깨관절 안쪽 돌림검사 시에 어깨관절 뒤쪽에 통

증이 발생되었다. 어깨뼈 보조검사에서 양성이었으며

‘심한’ 어깨뼈 아래각이 돌출되는 유형1과 위각이 위쪽

돌림 되는 유형2가 같이 발생되었다.

5. 운동프로그램 중재 방법

본 연구의 운동프로그램은 Chan 등(2013)과 Cools

등(2007), Escamilla 등(2009)의 연구에서 제시된 운동

프로토콜을 저자들이 수정, 보안하여 구성하였다

(Table 3). 운동프로그램은 각 대상자의 정형의학적

평가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선정해 구성하였고, 운동

중재는 주 2회, 40분간, 6주간 총 12회를 실시하였다.

운동프로그램의 구성은 먼저 준비운동으로 가벼운 동

적 전신 운동으로 구성하여 5분간 실시하였고, 본 운

동은 30분간 단축된 작은가슴근, 어깨올림근, 어깨관

절 뒤쪽근육의 스트레칭과 위등세모근과 아래등세모

근의 근력 강화와 균형을 위한 운동으로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의 어깨관절 굽힘과 가쪽 돌림 운동, 엎드린

자세에서의 어깨관절 폄과 가쪽 돌림 운동, 4가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앞톱니근의 근력 강화를 위한 운동

으로 푸쉬업 플러스, 다이나믹 허그 운동과 탄력밴드

를 이용한 어깨뼈 뒤당김 운동을 하였고, 척추의 가동

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척추 폄 운동을 실시하였다. 본

운동 후에 정리운동은 준비운동과 같은 방법으로 5분

간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운동은 10회 반복을 3세트

실시하였고, 세트 간에 휴식시간은 1분을 제공하였다.

모든 운동의 강도 조절은 낮은 부하의 운동으로 시작

하여 점진적으로 운동의 횟수와 부하의 양을 증가하거

나 사용하는 탄력밴드의 탄성도를 증가시켰다. 모든

운동은 통증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였

고, 중재 전에 운동 시 호흡 방법과 자세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중재 후에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집에서 실시할 자가 운동을 위한 자료가 포함된 단계

별 운동 지침서가 제공되었다.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한

연구자는 연주자의 건강관리와 물리치료 그리고 재활

운동치료 경험이 3년 이상인 물리치료사이다.

6. 분석 방법

평가를 통해 수집된 모든 평가 자료는 부호화한 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ver. 20(IBM corp,

Armouk, NY, USA)을 사용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한국전문물리치료학회지 2018년 25권 3호 39-50

Phys Ther Korea 2018;25(3):39-50

- 45 -

A B

Figure 1. The pain level of the subjects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A: Pain experienced
during instrument performance, B: Pain
experienced during rest).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를 분

석하였다. 측정된 모든 변수의 중재 전후에 변화를 파

악하기 위해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Ⅲ. 결과

1. 중재 전후에 기능수준의 변화

중재 전후에 각 대상자의 기능수준의 변화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PAM-QuickDASH는 중재 전과 비교

해 평균 51.61%가 감소하여 상지에 연주활동의 기능수

준이 증가하였고, SPADI는 평균 71.72%가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상지의 기능수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어깨관절의 안쪽 돌림과 가쪽 돌림 각도는 각각

20.16%와 25.00% 증가하였고, 어깨관절 안쪽 돌림근과

가쪽 돌림근, 아래등세모근의 근력은 중재 전후에 각각

31.21%, 53.69%, 53.62%로 증가함을 보였다.

2. 중재 전후에 통증수준의 변화

중재 전후에 통증수준의 변화 양상을 Figure 1에 그

래프로 제시되었다. 통증이 악기 연주 시에 미치는 영

향의 정도는 중재 전후에 NRS가 평균 6.0점에서 2.2점

으로 63.33% 감소하였고, 대상자가 평상 시에 경험하는

어깨관절부위의 통증수준은 평균 5.6점에서 1.8점으로

67.86% 감소함을 보였다. 중재 전후에 어깨관절부위의

손상 관련 특수 검사는 중재 전 양성 반응을 보였던 검

사들이 중재 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3. 중재 전후에 자세특성의 변화

중재 전후에 자세 특성 변수들의 변화 양상을 Table 5

에 제시되었다. 전방머리 각도와 전방어깨 각도는 중재

후에 평균 14.58%, 15.36% 각각 감소하였으며, 작은가슴

근 지수는 중재 전후에 평균 10.23%가 증가하였다.

Ⅳ. 고찰

현악기 연주자는 연주 시 상지의 올림과 어꺠관절의

과도한 가쪽 돌림, 아래팔의 뒤침 자세로 오랜 시간 동

안 연주와 연습을 하게 되며, 상지의 비대칭적인 자세

에서 어깨관절의 반복적인 과사용으로 인해 통증과 돌

림근띠 손상, 어깨충돌증후군, 어깨뼈 이상증 등의 위험

이 발생될 수 있다(Silva 등, 2018; Wilke 등, 2011). 어

깨 통증은 비정상적인 어깨뼈의 움직임과 위치 변화와

관련성이 있으며, 어깨뼈는 상지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

한 안정성을 제공하므로 어깨뼈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어깨충돌증후군과 돌림근띠 병변, 어깨뼈 이상증과 같

은 질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팔이 움직이는 동안 어깨

뼈의 운동조절 능력과 움직임의 유형은 매우 중요하다

(Kibler과 Sciascia, 2010). 어깨뼈 이상증의 손상유형은

4가지로 분류하는데 유형1은 어깨뼈 아래각 돌출로 어

깨올림근과 작은가슴근의 긴장 혹은 과활성화가 나타난

다. 유형2는 어깨뼈 아래 안쪽부위가 돌출되어 아래등

세모근과 앞톱니근의 약화로 어깨뼈의 가쪽 기울임이

나타나며, 유형3은 어깨뼈가 거상되어 어깨봉우리의 아

래구조가 좁아져 돌림근띠 이상을 야기할 수 있고, 위

등세모근의 과활성화와 어깨올림근의 긴장이 발생된다.

유형4는 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인 경우이다(Kibler과

McMullen, 2003).

본 연구에서는 중재 전에 어깨충돌증후군과 어깨뼈

이상증, 돌림근띠의 병변, 어깨관절 불안정성과 관련된

12가지 특수 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사례들

에서 세 가지 이상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1가지 이상의 어깨충돌증후군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

였다. 손상 유형은 5명의 사례들이 모두 차이가 있었지

만 어깨뼈 이상증 검사에서는 모두 양성이었다. 이러한

특성은 비대칭적인 자세에서 팔을 올리고 연주하는 현

악기 연주자의 특성상 어깨뼈의 운동조절 능력과 위치

변화로 인해 어깨관절의 기능장애와 통증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Cools 등(2008)은 재활프로그램 구성 시 평가를 통해

특정 기능장애를 정의하고 어깨뼈 이상증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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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se A Case B Case C Case D Case E Total

Function

(%)

PAM-

Quick

DASHa

Pre 43.75 31.25 37.50 37.50 43.75 38.75±4.68
b

Post 6.25 6.25 25.00 25.00 31.25 18.75±10.46

Diff(%) 37.50(85.71) 25.00(80.00) 12.50(33.33) 12.50(33.33) 12.50(28.57) 20.00(51.61)

SPADIc
Pre 86.15 29.23 23.07 18.46 46.92 40.77±24.66

Post 6.15 3.84 5.38 10.76 31.53 11.53±10.26

Diff(%) 80.00(92.86) 25.39(86.86) 17.69(76.68) 7.70(41.71) 15.39(32.80) 29.24(71.72)

ROMd

(°)

IRe
Pre 71.50±7.50 62.00±1.00 56.50±.50 70.50±2.50 52.00±4.00 62.50±7.64

Post 73.50±9.50 66.00±3.00 72.00±.00 82.00±1.00 82.00±5.00 75.10±6.17

Diff(%) 2.00(2.80) 4.00(6.45) 16.00(27.43) 11.50(16.31) 30.00(57.69) 12.60(20.16)

ER
f

Pre 59.50±.50 78.50±2.50 98.00±4.00 92.50±7.50 75.50±8.50 80.80±13.56

Post 78.50±.50 106.00±2.00 108.0±2.00 103.50±.50 109.00±3.00 101.00±11.41

Diff(%) 19.00(31.93) 27.50(35.03) 10.00(10.20) 11.00(11.89) 33.50(44.37) 20.2(25.00)

Strength

(㎏)

IRS
g

Pre 25.30±3.30 23.10±1.10 30.80±2.20 27.50±1.10 21.30±0.90 25.60±3.33

Post 28.64±1.44 35.20±.00 35.70±.50 33.00±4.40 35.40±.20 33.59±2.65

Diff(%) 3.34(13.20) 12.10(52.38) 4.90(15.91) 5.5(20.00) 14.1(66.20) 7.99(31.21)

ERSh
Pre 19.80±2.20 18.80±1.00 26.40±.00 18.70±1.10 20.70±.50 20.88±2.85

Post 28.55±2.25 37.40±6.60 28.10±1.70 33.40±.40 33.00±2.20 32.09±3.44

Diff(%) 8.75(44.19) 18.60(98.94) 1.70(6.44) 14.70(78.61) 12.30(59.42) 11.21(53.69)

LTSi
Pre 8.56±.24 8.01±.11 9.04±.06 12.14±.16 9.26±.06 9.40±1.44

Post 13.44±.24 13.74±.25 13.21±.36 18.15±.25 13.66±.35 14.44±1.86

Diff(%) 4.88(57.01) 5.73(71.47) 4.17(46.21) 6.01(49.51) 4.40(47.52) 5.04(53.62)
aperforming arts module-quick disability of the arm, shoulder and hand, bmean±standard deviation, cshoulder pain

and disability index, drange of motion, einternal rotation, fexternal rotation, ginternal rotation strength, hexternal

rotation strength, ilower trapezius strength.

Table 4. Changes in functional level, range of motion and muscle strength in all cases before and after inter-

vention

어깨뼈 근육의 균형 회복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하였

다. 여러 연구들에서 어깨충돌증후군과 돌림근띠 병변,

관절테두리 병변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의 구성 시 어깨

뼈의 안정화 운동을 포함시켰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얻

었다고 하였다(Edwards 등, 2010; Kromer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깨 통증이 있는 현악기 연주자

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으로 어깨뼈의 안정화와 함께 과

활성화된 근육의 이완과 스트레칭, 약화된 근육의 근력

강화, 그리고 비대칭적인 근 작용의 균형을 위한 운동

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비정상적인 어깨뼈의 위치는 증

가된 척추뒤굽음과도 연관될 수 있으므로 척추의 폄 운

동을 포함시켰다. DeMey 등(2012)는 경미한 어깨충돌

증후근이 있고 머리 위로 팔을 올리는 동작을 하는 운

동선수들에게 어깨뼈 주변 근육의 재활운동을 6주간 실

시한 결과 SPADI 점수 즉 상지 기능의 향상과 통증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대상자들의

통증수준은 평균 67.86%의 통증 감소를 보였으며 통증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평균 63.33%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수준에서는 SPADI는 평균

71.72%, PAM-QuickDASH는 평균 51.61%가 향상되어

운동중재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연주활동 시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악기 연주자

에게 근력강화 운동이 연주자의 건강과 연주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연구와 유사함을 보였다

(Wilke 등, 2011).

Fry(1986)은 오케스트라 연주자의 24%가 근골격계

이상 증상의 기간이 1∼2년이었고, 33%가 2년에서 5년

동안 증상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

상자들의 통증은 평균 1년 이상 지속되었다. 대상자들

은 중재기간 동안 리허설과 연주가 있는 연주회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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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ase A Case B Case C Case D Case E Total

FHAa
Pre 40.01±.13b 33.88±.66 36.95±.26 33.25±.31 37.00±.43 36.21±2.44

Post 34.30±.09 32.77±.04 30.17±.03 26.89±.10 30.56±.18 30.93±2.52

Diff(%) 5.71(14.26) 1.11(3.28) 6.78(18.35) 6.36(19.13) 6.44(17.42) 5.28(14.58)

FSA
c

Pre 36.52±.09 34.32±.22 30.31±.18 34.32±.13 24.07±.28 31.90±4.40

Post 30.18±.16 27.22±.13 26.09±.10 31.10±.20 20.43±.05 27.00±3.77

Diff(%) 6.34(17.36) 7.10(20.70) 4.22(13.93) 3.22(9.37) 3.64(15.13) 4.90(15.36)

PMI
d

Pre 6.70±.32 8.48±.12 7.92±.14 7.86±.23 8.12±.08 7.82±.60

Post 9.27±.21 9.15±.16 8.00±.06 8.35±.06 8.33±.03 8.62±.50

Diff(%) 2.57(38.36) .67(7.90) .08(1.01) .49(6.23) .21(2.55) .80(10.23)
aforward head angle, bmean±standard deviation, cforward shoulder angle, dpectoralis minor index.

Table 5. Changes in posture characteristics in all cases before and after intervention

중이었다. 따라서 연주 활동과 함께 개인연습 또한 꾸

준히 실시하였다. Chan 등(2013)은 연주회 시즌 동안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오케스트라 연

주자들에게 발생되는 PRMDs 증상이 두 배 이상 증가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재 후 통증수

준이 감소하였고 상지의 기능수준은 향상됨을 보였다.

이는 연주회 시즌 중에도 지속적인 운동중재가 이루어진

다면 근력의 증가 등의 영향을 통해 PRMDs를 줄일 수

있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다(Chan 등,

2014). 연구대상자들의 몇몇은 중재 전에 필라테스 등의

일반 운동을 6개월 이상 실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

참여한 후 통증수준이 감소하였으며 기능수준도 개선되

었다. 이는 전반적인 심혈관계 및 일반 운동프로그램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연주자의 PRMDs의 감소

나 예방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만

성 근골격계 장애에 노출될 수 있는 전문 오케스트라 연

주자를 위한 맞춤 운동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하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Chan 등, 2013).

Chan 등(2013)의 연구에서 악기 연주자들이 다른 직

업군에 비해 근력과 지구력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고하

였으며 본 연구의 대상자들 또한 상지의 근력과 지구력

에 약증을 보이고 있었다. 직업적인 특성상 손을 많이

사용하는 연주자들은 운동프로그램 중 손목에 가해지는

부하가 많은 운동이 연주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근력이 약한 사례C의 경우 운동이 악기 연

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상당히 우려하고 불안감을

표명하여 연주 자세와 유사한 어깨올림근 스트레칭과

크로스-바디 스트레칭(cross-body stretching) 운동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앉아서 하는 프레스 업(seated

press-up)운동은 손목에 가해지는 부하로 인한 불안감

과 통증을 호소하여 운동 방법을 변경하였고, 푸쉬업 플

러스(push-up plus) 운동은 손목에 강한 부하가 가해지

지는 않지만 불안감을 표명한 대상자는 운동방법을 수

정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들 중에서도 과거에 손목질환을

경험한 사례가 있었다. 악기 연주자의 경우 미세한 손가

락과 손목의 움직임으로 연주하므로 연주자들의 운동프

로그램 구성 시 손목에 가해지는 부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근육의 피로로 인해 연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운동의 강도 조절 또한 중요 시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이는 연주자의 신체적인 특성에 맞게 맞춤형 프로

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주자들은 악기 연주 시 음량의 증가를 위해 오른

쪽 활(bow)을 누르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통증이 있을

때 이러한 동작의 제한으로 강한 음색을 표현하는데 어

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대상자들은 운동 중재 후 통

증 감소로 활을 누르는데 용이하고 이로 인하여 줄

(string)의 장력이 줄어들게 되어 양손의 움직임이 원활

하므로 음악의 표현과 연주의 기량이 향상되었다고 하

였다. 전문연주자가 되기 위한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

이며 연주 테크닉(technic)을 연마하는 연주자들에게 잘

못된 연주 방법과 자세에 대한 치료사의 조언은 설득력

이 없다. 따라서 연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통증 감

소와 기능향상을 위한 연주방법과 자세교정을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한 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단일 사례연구(case study)가 아닌 사례군 연구(case

series)로서 5명의 사례를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를 통

해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현악기 직업연주자들의 임상

적 특성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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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부족한 현악기 연주자들의 어깨 문제를 개선하

는 운동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의미가 있었

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사례군 연구로 대조

군이 없는 설계로 인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

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 기간 중에 연구대상자

들의 개인 연주량과 일상생활 활동량 등을 명확히 통제

하지 못하였으며, 개별 운동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중재에

대한 운동 강도 등을 정량화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조군이 있는 현악기 연주자의 운동프로그

램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와 표본 수를 충분하게 진행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어깨통증이 있는 오케스트라 현악기 직업

연주자 5명을 대상으로 6주간의 어깨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알아본 사례군 연구이다. 중재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통증수준(어깨통증, 악기연주의 통

증의 영향)과 기능수준(PAM-QuickDASH, SPADI, 관

절가동범위, 근력), 자세 특성(전방머리각도, 전방 어깨

각도, 작은가슴근 지수, 어깨뼈 위치) 변수들을 평가하

였고, 중재 전후에 각 측정 변수들의 변화 양상을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는 모든 사례의 연주자들의 어깨의

통증수준이 감소하였고, 기능수행 수준은 증가하였으며,

상지의 자세 특성도 개선되는 변화를 보였다. 이를 통

해 어깨관절부위에 통증과 기능장애를 경험하는 악기

연주자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춤화된 어깨운동프로그램

이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사례군 연구

로 어깨통증과 기능장애를 경험하는 현악기 직업연주자

들에게 개별적 운동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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