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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국내 무용인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우울 증상의 연관성

무용수들은 무대 위에서의 완벽한 연기를 위해 심리적인 압박감 및 스트레스

에 시달리고 있으며 장시간의 연습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항상 노

출되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부상을 당한 무용수들은 정신병적 증

상의 악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술

인 정신 건강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무용인에서 근골격계 질환과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산업보건 연구소에서 2017년 국내 무용인들을 대상으

로 작성한 예술인 정신 건강 조사를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총 응답자 143

명 중 주요변수에 대한 무응답 및 결측치를 제외한 1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우울 증상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

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의 유병률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

위에 따른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와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서 경, 중등도 우울 증

상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에서 보정 전, 후 모

두 우울 증상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우

울 증상의 경우 보정 전, 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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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 질환 진단 부위와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서는 경, 중등도 우울

증상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지 및 상, 하지 모두에 있는

경우 보정 전, 후 모두 우울 증상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에서는 보정

전, 후 모두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중증 우울 증상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지에 있는 경우 보정 후 우울 증상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하지, 상, 하지 모두의 경우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무용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정신 건강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근골격계 질환을 포함한 신체적 부상에 시달리는 무용인들

은 곧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며 결국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 건강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적 부상을 입은 무용수들의 사회심리학적인 요인

은 이들에 대한 인식 개선, 제도적인 지원 및 정비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하

다. 따라서, 본 연구가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신체적 부상을 입은 무

용인들의 우울 증상을 비롯한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한다.

---------------------------------------------------------------

핵심어 : 우울 증상, 근골격계 질환, 국내 무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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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현대사회에서 우울증은 흔한 질병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2억 6천 4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Spencer L et al., 2018). 국내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6년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2018)에

따르면, 일반적인 우울증에 해당하는 ‘주요우울장애(major depressive

disorder)'의 평생 유병률과 일년 유병률이 각각 4.0%(2001) -> 5.6%(2006)

-> 6.7%(2011) -> 5.0%(2016), 1.8%(2001) -> 2.5%(2006) -> 3.0%(2011) ->

1.5%(2016)으로 2011년-2016년 5년간은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처럼 우울증의 증가는 만성질환

이환, 의료비 증가 및 노동 생산성 손실 등 사회에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pencer L et al., 2018;

Rost, Meng and Xu, 2014). 또한, 우울증은 일상생활에서의 일반적인 감정

변화나 짧은 기간의 감정적 반응과는 다르며 오래 지속되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증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을 앓는

이들은 직장, 학교 및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큰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자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Spencer L et al., 2018; Hawton. et al.,

2013). 우울증은 만성 통증 및 장애, 새로운 의학적 질환 및 나쁜 주관적

건강인식 및 과거의 우울증 병력 등 다양한 건강 관련 위험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Cole and Dendukuri, 2003). 특히, 근골격계 증상으로 인한 급성 또는

만성 통증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근골격계 증상에 의한

통증을 겪는 환자에서 최대 약 85%까지 우울증이 발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Bair et al., 2003).

한편, 무용은 관객 앞 무대 위에서 인간의 신체를 도구로 하여 감정을 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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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술이다. 무용수들은 완벽한 연기를 위해 정확한 동작, 신체를 이용한 고난

도 기술 표현을 위해 항상 심리적 부담감 및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또한, 긴 시

간 동안의 부자연스러운 신체 동작을 통한 반복 연습으로 인해 무용수들은 항상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Jacobs, Hincapié and Cassidy. 2012).

특히, 전문 무용수들은 어린 나이부터 훈련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기의

성장을 촉진하고 근골격계가 발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장시간 연습을 통한 근육

및 관절 등의 과도한 사용은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만성

근골격계 질환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Ekegren, Quested and Brodrick, 2014).

9~20세의 무용을 전공한 204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상해의 53%는 발

및 발목에서 발생했고, 고관절에서 21.6%, 무릎에서 16.1%, 허리에서 9.4% 발

생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의 상해를 입는 무용수들은 32~51%라고 보고된

바 있다(Gamboa et al., 2008).

운동선수들과도 비교했을 때, 무용수들은 연간 50%~97% 정도로 높은 비율

로 부상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선택 보다는 신체적인 부상 등의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택하고 있다(Robert and

Saltzman, 1999; Bowling, 1989).

일과 관련된 요인들인 감정 노동, 직업 긴장, 장시간 노동, 야간 근무 및 실

업 등과 우울증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어왔다(Bonde, 2008; Yoon

et al., 2015). 또한, 여러 직종에서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과 정신 건강에 대한

연구는 있었으나(Lee, 2015; Zhang et al., 2020) 무용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

무용인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신체적 부상으로 인한 정신건강, 특히 우울 증상

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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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 따르면, 무용수들의 신체적 부상은 그들 자신의 한계와 부딪히

게 하고 이들의 부상에 대한 무용계의 반응은 역사적으로 적대적이지는 않았

지만 냉담했다. 부상으로 인한 무용수들의 휴직은 그들의 그룹 내 지위, 역할

및 승진 기회의 상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Dick and Bowling, 1996). 따

라서, 신체적 부상을 당한 무용수들은 정신병적 증상 및 이로 인한 신체적 증

상의 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Lee, 1988; Hamilton,

1997). 따라서, 위와 같은 선행 연구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에 노출된 무용

수들의 정신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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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무용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인 정신 건강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무용인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 및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무용인들과 일반 인구와의

곤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비교 분석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우울 증상의 유병률을 인구사회학적 특징에

따라 파악하고, 우울 증상에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 및 범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국내 무용인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하는데 있어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아래와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분석한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 및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의

유병률을 분석한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보정 하면서 연구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의

유무 및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다.



- 5 -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산업보건 연구소에서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8월

30일 까지 총 143명의 무용인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예술인 정신 건강 조사를

연구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는 숙명여대를 졸업한 6명의

무용인들이 주변 동료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기 평가 기입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설문은 기본조사, 건강수준, 감정수준, 수면건강, 정신건강,

생활습관,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삶의 질 및 사회적 관계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중 기본조사와 건강수준 및 정신건강 설문에 해당하는

우울증상 결과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 선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예술인 정신

건강 조사에 포함된 총 표본수 143명 중 주요변수에 대한 무응답 및 결측치인

14명을 제외하였고, 이후 근골격계 질환 진단에 대한 설문에서 ‘기타’라고

응답한 5명을 제외한 최종 124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 6 -

[그림 1] 연구 대상자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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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 연 평균 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여부, 음주 여부, 무용 기간 등으로 구분하였다.

연령은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 이상으로, 성별은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였다.

교육 수준은 4년제 졸업 또는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연 평균 수입은

3000만원 이하 또는 3000만원 초과로 구분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나쁨, 보통, 좋음으로 흡연 여부는 예 또는

아니오/과거흡연자, 음주 여부는 예 또는 아니오 등으로 구분하였다.

2) 근골격계 질환

본 연구의 주요 관심변수인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유무와 함께 진단 부위를 크게 ‘상지’, ‘하지’,

‘상, 하지 모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당신이 의사에게 진단 받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①목, ②허리, ③어깨 및 팔, ④다리, 무릎 및 발목, ⑤없음, ⑥기타 총

6개의 선지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중 최종분석에서 근골격계 진단 유무는 ①②③④번 선지 중 한 가지 이상

응답한 경우 ‘있음’으로 ⑤번 선지를 응답한 경우 ‘없음’으로 정의하였고, 진단

부위의 경우 ⑥번 선지인 기타만 응답한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하였고

①②③번 선지 중 한 가지 이상의 응답만을 포함한 경우를 ‘상지’, ④번

선지만을 응답한 경우 ‘하지’, ①②③번 선지 중 한 가지 이상을 포함하고

④번 선지를 복수 응답한 경우 ‘상, 하지 모두’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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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울 증상

우울 증상에 대한 설문은 Radloff(1997)가 개발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성인우울척도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의

한국어 번역판(Chon, Choi and Yang, 2001)을 사용하였다.

각 항목의 점수는 0점~3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이 일주일에 1일

이하로 극히 드문 경우 0점, 일주일에 1-2회로 가끔 있었을 경우 1점,

일주일에 3-4일로 종종 있었을 경우 2점, 일주일에 5일 이상으로 대부분

그랬을 경우 3점으로 하였고, 전체 20문항의 총점은 최소 0점에서 최대

60점까지 점수가 산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 증상에 대해 총점 15점 이하인 경우 ‘우울 증상 없음‘,

15점 초과 24점 이하인 경우 ‘경, 중등도 우울‘, 25점 이상인 경우 ‘중증

우울＇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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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방법 및 분석

첫째, 연구 대상자의 무용 유형과 근골격계 진단 부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우울 증상과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분석으로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카이제

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셋째,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의

유병률을 파악하였고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의 유병률 차이가 있는지 검정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시행하였다.

넷째,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단변수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후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보정한 후 분석하였다. 연령

구분, 성별, 교육 수준, 월 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및 음주 여부가

공변량으로 포함되었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오즈비와 95%

신뢰구간을 확인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유의 수준은 p값

0.05 미만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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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무용 유형

연구 대상자의 무용 유형에 대해 비교하였고 중복응답이 허용되었다 (표 1).

총 124명이 응답하였고, 한국 무용 120명, 발레 3명, 현대 무용 4명, 실용 무용

3명 및 기타 1명으로 한국 무용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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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연구 대상자의 무용 유형

무용 유형 응답자 (N=124)

한국 무용 120

발레 3

현대 무용 4

실용 무용 3

기타 1

(중복 응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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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

연구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대해 비교하였고

중복응답이 허용되었다 (표 2). 총 124명이 응답하였고, 의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이 96명, 의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28명이었다.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에서 진단 부위는

상지에서 목 26명, 허리 54명, 어깨 또는 팔 30명이었고 하지인 다리, 무릎

또는 발목에 대해서는 64명이 진단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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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연구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진단 부위

진단 부위 응답자 (N=124)

상지

목 26

허리 54

어깨, 팔 30

하지

다리, 무릎, 발목 64

없음 28

(중복 응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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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대상자의 우울 증상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우울 증상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표 3).

연령 구분, 성별, 교육수준, 연 평균 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및 음주

여부, 무용 기간 모두 우울 증상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연구 대상자 124명 중에서 우울 증상이 없는 사람은 58명으로 전체의 46.8%,

경, 중등도의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은 26명으로 전체의 21%, 중증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은 40명으로 전체의 32.2%로,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은 66명으로 전체의 53.2%로 나타났다.

연령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느낀 사람이

30세 미만에서 약 61%로 가장 높았고, 30세에서 39세에서는 약 50%, 40세

이상에서는 약 36%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p값=0.103)

성별로는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느낀 비율이 남, 녀 각각 9명(54.2%),

57명(52.8%)로 남자에서 우울 증상을 느낀 비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p값=0.915).

교육 수준에서는 4년제 졸업이 대학원 이상 졸업한 경우보다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가진 비율이 48명(61.0%)으로 대학원 이상 졸업한 경우의

18명(4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 평균 수입의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느낀 비율이 연 평균 수입이

3천만원 이하일 때 40명(55.6%), 연 평균 수입이 3천만원 초과일 때

26명(50.0%)으로 연 평균 수입이 낮은 경우에서 연 평균 수입이 많은

경우보다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 18명(72.0%), 보통인 경우 43명(50.6%), 좋은

경우 5명(35.7%)으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가진 비율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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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여부에 따라서는 흡연을 하는 경우 12명(60.0%), 흡연 경험이 없거나

과거에 흡연을 했다가 끊은 경우 44명(51.9%)으로 흡연을 하는 경우에서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음주 여부의 경우 경도 이상의 우울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음주를 하는

경우에서 54명(52.4%),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 12명(57.1%)으로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보다 우울 증상을 느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무용 기간의 경우 경도의 우울 증상을 느끼는 군에서 평균

17.1년(표준편차 7.0), 중등도의 우울 증상을 느끼는 군에서 평균

16.7년(표준편차 7.1), 중증의 우울 증상을 느끼는 군에서 평균

15.3년(표준편차 5.9)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는 평균 16.4년(표준편차

6.7)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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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연구 대상자의 우울 증상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우울 증상 　

변수 
없음

CES-D<=15
경, 중등도 우울
15<CES-D<=24

중증 우울
CES-D>=25

합계 P값

연구 대상자 58 (46.8%) 26 (21.0%) 40 (32.2%) 124 (100%)

연령 구분
 <30          20 (38.5%) 13 (25.0%) 19 (36.5%) 52 (100%) 0.103
 30-39 26 (49.1%) 8 (15.1%) 19 (35.8%) 53 (100%)
 >=40 12 (63.2%) 5 (26.3%) 2 (10.5%) 19 (100%)
성별
 남자 7 (43.8%) 4 (25.0%) 5 (31.2%) 16 (100%) 0.915
 여자 51 (47.2%) 22 (20.4%) 35 (32.4%) 108 (100%)
교육 수준
 4년제 졸업 31 (39.0%) 19 (24.4%) 29 (36.6%) 79 (100%) 0.083
 대학원 이상 27 (59.6%) 7 (17.0%) 11 (23.4%) 45 (100%)
연 평균 수입
 3천만원 이하 32 (44.4%) 16 (22.2%) 24 (33.4%) 72 (100%) 0.823
 3천만원 초과 26 (50.0%) 10 (19.2%) 16 (30.8%) 52 (100%)
주관적 건강상태
 나쁨 7 (28.0%) 5 (20.0%) 13 (52.0%) 25 (100%) 0.129
 보통 42 (49.4%) 19 (22.4%) 24 (28.2%) 85 (100%)
 좋음 9 (64.3%) 2 (14.3%) 3 (21.4%) 14 (100%)
흡연 여부
 예 8 (40.0%) 7 (35.0%) 5 (25.0%) 20 (100%) 0.273
 아니오 / 과거흡연자 50 (48.1%) 19 (18.3%) 35 (33.6%) 104 (100%)
음주 여부 
 예 49 (47.6%) 21 (20.4%) 33 (32.0%) 103 (100%) 0.910
 아니오 9 (42.9%) 5 (23.8%) 7 (33.3%) 21 (100%)
무용 기간 
 평균 (표준편차) 17.1 (7.0) 16.7 (7.1) 15.3 (5.9) 16.4 (6.7) 0.164

*CES-D(Centers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 성인 우울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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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의

유병률

연구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의

유병률을 분석하였다 (표 4). 연구 대상자 124명 중 의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은 사람은 96명(77.4%),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28명(22.6%)이었으며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와 우울 증상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에서 경, 중등도 우울 증상이 24명(25.0%),

중증 우울 증상이 32명(33.3%)이었고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지 않은

경우에서는 경, 중등도 우울 증상이 2명(7.1%), 중증 우울 증상이

8명(28.6%)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은 경우에서 경, 중등도의 우울 증상

및 중중 우울 증상의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p값=0.039)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부위의 경우 연구 대상자 124명에서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지 않은 28명(22.6%)을 제외한 96명 중 상지 33명(26.6%), 하지

24명(19.4%), 상, 하지 모두 진단 받은 경우 39명(31.9%)로 상, 하지 모두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상지에서 경, 중등도 우울 증상이 10명(30.3%), 중증 우울 증상이

13명(39.4%)이었고, 상, 하지 모두에서 경, 중등도 우울 증상이 10명(25.6%),

중증 우울이 14명(35.9%)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지 않은 경우에서 경,

중등도 우울 증상 2명(7.1%), 중증 우울 증상 8명(28.6%)보다 경, 중등도 우울

증상 및 중증 우울 증상의 유병률이 모두 높았다. 하지에서는 경, 중등도 우울

증상이 4명(16.7%), 중증 우울 증상이 24명(19.4%)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지 않은 경우보다 경, 중등도 우울 증상의 유병률은 높았으나 중증 우울의

유병률은 낮게 나타났다. (p값=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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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근골격계 질환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 

　                  우울 증상 　
없음

CES-D<=15
경, 중등도 우울
15<CES-D<=24

중증 우울
CES-D>=25

합계 P값

근골격계 질환 유무 124 (100%)

 있음      40 (41.7%) 24 (25.0%) 32 (33.3%) 96 (77.4%) 0.039

 없음   18 (64.3%) 2 (7.1%) 8 (28.6%) 28 (22.6%)

근골격계 질환 부위 124 (100%)

 없음      18 (64.3%) 2 (7.1%) 8 (28.6%) 28 (22.6%) 0.016

 상지       10 (30.3%) 10 (30.3%) 13 (39.4%) 33 (26.6%)
 하지    15 (62.5%) 4 (16.7%) 5 (20.8%) 24 (19.4%)
 상, 하지 모두 15 (38.5%) 10 (25.6%) 14 (35.9%) 39 (31.4%)

*CES-D(Centers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 성인 우울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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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

연구 대상자의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였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와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서 경, 중등도 우울

증상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있는 경우 보정 전 오즈비

5.40(95% 신뢰구간 1.15-25.34), 보정 후 오즈비 5.52(95% 신뢰구간

1.08-28.25)로 우울 증상의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우울 증상의 경우 보정 전, 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근골격계 질환 진단 부위와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서는 경, 중등도 우울

증상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경우에 비해 상지에 있는 경우 보정 전

오즈비 9.00(95% 신뢰구간 1.64-49.45), 보정 후 오즈비 15.04(95% 신뢰구간

2.23-101.46)이었고, 상, 하지 모두 진단 받은 경우에서도 보정 전 오즈비

6.00(95% 신뢰구간 1.13-31.74), 보정 후 오즈비 6.86(95% 신뢰구간

1.13-41.62)으로 우울 증상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에서는 보정 전, 후

모두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중증 우울 증상에서는 상지에서 보정

후 오즈비 4.61(95% 신뢰구간 1.11-19.18)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없는 경우

보다 우울 증상의 위험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 하지, 상,

하지 모두의 경우에서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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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

CES-D
근골격계 

질환 유무/부위

오즈비 (95% 신뢰구간)

보정 전 보정 후

경, 중등도 우울
15<CES-D<=24

없음 Reference

있음 5.40 (1.15-25.34) 5.52 (1.08-28.25)

중증 우울
CES-D>=25

없음 Reference

있음 1.80 (0.69-4.67) 1.82 (0.61-5.45)

경, 중등도 우울
15<CES-D<=24

없음 Reference

상지 9.00 (1.64-49.45) 15.04 (2.23-101.46)

하지 2.40 (0.39-14.97) 1.89 (0.26-13.83)

상, 하지 모두 6.00 (1.13-31.74) 6.86 (1.13-41.62)

중증 우울
CES-D>=25

없음 Reference

상지 2.93 (0.91-9.44) 4.61 (1.11-19.18)

하지 0.75 (0.20-2.78) 0.74 (0.17-3.17)

상, 하지 모두 2.10 (0.70-6.35) 2.01 (0.55-7.32)

*CES-D(Centers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 성인 우울척도
*보정 변수 : 연령, 성별, 교욱 수준, 월 수입, 주관적 건강상태, 흡연 여부 및 음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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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를 통해 국내 무용인에서 우울 증상과 근골격계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자 124명 중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은 사람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약 3.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부위의 경우 상, 하지 모두 있는 경우, 상지, 하지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이를 부위별로 자세히 보면 다리, 무릎, 발목이

68명, 상지 중 허리 54명, 어깨 및 팔 30명, 목 2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경~중등도의 우울 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근골격계 질환 진단 부위에 대해서는 상지의

경우 경도~중등도 우울 근및 중증 우울 증상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상, 하지 모두 진단 받은 경우에서는 중중 우울 증상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진 않았으나 경도~중등도 우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하지의 경우에는 경도~중등도 우울 및 중증 우울 증상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일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CES-D 점수로 정의된 우울 증상의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의한 CES-D 15점 초과 24점 이하의 경, 중등도

우울 증상의 유병률은 20.9-38.9%, CES-D 25점 이상의 중증 우울증은

8.7-21.2%로 나타났다(Park and Kim, 2011). 본 연구 대상자에서 경,

중등도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21%, 중증 우울 증상 유병률은 32.2%로 경,

중등도 우울 증상의 유병률은 일반 인구집단과 비슷하거나 좀 낮게

나타났으나 중증 우울 증상의 유병률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무용수들은 연간 50% 이상의 높은 비율로 부상을 입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선택 보다는 신체적인 부상 등의 악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Robert and Saltzman, 1999; Bow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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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또한, 미국의 현대 무용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184명중 82%에

해당하는 154명이 지난 1년간 신체적 부상을 겪었냐는 질문에 1개~7개 까지의

부상을 겪었다고 답했다(Shah, Weiss and Burchette, 2012). 이는 타 직종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유병률로, 보건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체

대상자 중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53.3%로 나타났으며(최윤범 등, 2015),

콜센터 여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체 대상자 중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이 35.1%(Yoon et al., 2007), 조선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 유병률은 51.6%로 나타났다(Kim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 124명 중 77.4%에 해당하는 96명이 근골격계 질환을

진단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무용인들이 타 직종에 비해 현저히 높은

근골격계 부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진단 부위에 대해서는 하지에 해당하는 다리, 무릎, 발목이 68명, 상지 중

허리 54명, 어깨 및 팔 30명, 목 26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를 보면,

9~20세의 무용을 전공한 204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상해의 53%는 발

및 발목에서 발생하였고, 고관절에서 21.6%, 무릎에서 16.1%, 허리에서 9.4%

발생했다.(Gamboa et al., 2008). 또한, 발레 무용수들의 경우 발목과 발의

부상 비율이 높다고 하였으며(Russell, 2010), 어린 발레 무용수들의 신체 부상

부위 중 약 76%가 하지에서 발생했고 (Leanderson et al., 2011), 무용수들의

90%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무릎 또는 허리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하였다(Thomas and Tarr, 2009). 이를 통해 볼 때 요추, 발목 및 다리,

발을 주로 쓰는 무용수들의 특성 상 하지부위의 신체적 부상 비율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서 없는 경우에 비해 경~중등도의

우울 증상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근골격계

부상으로 인해 외래 치료를 받는 무용수들의 우울 증상을 포함한 심리적 고통

수준은 일반 인구 집단의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Air, 2013).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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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시행된 전향적 연구에서도 근골격계 통증은 우울 증상을 야기하거나

그 정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Magni et al., 1994). 더불어, 타

직종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근골격계 질환 또는 통증과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응급 구조사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근골격계 증상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하였고(이상희, 이종렬, 2015),

보건의료인들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도 근골격계 증상에 의한 통증이 우울

증상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최윤범 등, 2015).

근골격계 질환 진단 부위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하지를 제외한 상지 및

상, 하지 모두 진단 받았을 때 경~중등도 우울 증상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상지의 경우에는 보정 후 중증 우울 증상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인들의 특성상 상체 보다 하체에 심각한 질환 또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무용인으로서의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한,

한국 무용, 발레 및 현대 무용인들의 근골격계 통증 유병률에 대해 비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 무용, 발레 및 현대 무용인 모두 상지에 비해 하지의

근골격계 통증 유병률이 높았으며 본 연구 대상자들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한국

무용의 경우, 상지(허리, 어깨, 목, 등 순) 43.8%, 하지(무릎, 발목, 발바닥, 고관절,

골반 순) 56.2%로 하지가 상지보다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정수임, 2011). 이에

반해 본 연구 대상자들의 근골격계 통증 유병률은 상지 26.6%, 하지 19.4% 및

상, 하지 모두 31.4%로 상지의 근골격계 유병률이 하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예술인 정신 건강 조사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하지에 근골격계 질환이 없거나 그 정도가 경한 사람들인

가능성이 있어 건강 근로자 효과(Healthy worker effect)로 인해 하지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 및 하지에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무용인들의 우울 증상 유병률이

낮게 나올 수 있으며 하지의 근골격계 질환과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 또한 상지에

비해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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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근골격계 질환 진단 유무 및 진단 부위에 따라 중증 우울

증상과는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근골격계 통증의 지속시간,

통증이 발생하는 위치의 개수 및 통증의 심각도에 따라 우울 증상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특히 통증의 지속시간과 심각도가 중증 우울 증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Gerrits et al., 2012),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된

본 연구 설문 문항이 현재 당신이 의사에게 진단 받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습니까? 라는 물음과 진단 부위에 대해서는 ①목, ②허리, ③어깨 및 팔,

④다리, 무릎 및 발목, ⑤없음, ⑥기타 총 6개의 선지로 구성됨으로써,

개개인의 통증의 지속시간, 통증이 발생하는 정확한 위치의 개수 및 통증의

심각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단순히

근골격계 질환 여부 또는 대략적인 진단 부위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들의 통증의

지속시간, 통증이 발생하는 정확한 위치의 개수 및 통증의 심각도 여부 등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우선 본 연구는 단면 연구로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과

우울 증상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단면 연구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해석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 우울 증상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 했다기 보다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으로 인해 우울

증상이 야기되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보다 전향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과 우울

증상과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예술인 정신 건강 자료 조사에서는 우울 증상에 대해

총 20문항으로 구성된 성인우울척도인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의 한국어 번역판을 이용함으로써 개개인의 우울 증상의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나 이는 DSM-V ‘주요 우울장애’로 정의 되어지는

우울증과는 구분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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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별도의 상담 및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통한 판단이

필요하다. 예술인 정신 건강 조사 자료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므로 무용인들의 근골격계 질환과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 파악하는

것은 구체적인 설문 및 자료의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

설문에서 근골격계 질환 유무 및 진단 부위 외에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시점

및 유병 기간, 진단받은 근골격계 질환이 사고성인지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향후

보다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국내 무용인들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과 우울

증상과의 연관성에 대해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근골격계 질환 진단 여부만이 아닌 무용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

부위를 파악하고 그 유병률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무용인들이 주로 부상입는

부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이는 향후 무용인들의 근골격계 부상을

관리하는데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본 연구가

근골격계 부상에 노출 위험이 높은 무용인들의 우울 증상을 비롯한 정신 건강을

증진 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국내

무용인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방면의 개선 방안 모색 및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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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 예술인 정신 건강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근골격계 질환 진단 여부

및 진단 부위에 따른 우울 증상의 유병률을 파악하고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았다.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우울 증상과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진단 부위에 따라서는 상지 및 상, 하지 모두 질환이 있는 경우 우울

증상과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으나 하지에 질환이 있는 경우 유의한 연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하지의 경우 심각한 부상을 입으면 다른 부위에 비해

무용인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가기 힘들 가능성이 커 하지 부상이 심각한 무용인의

경우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해 다른

직종에서의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무용인에서도 근골격계 질환과 우울

증상과의 유의한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무용인들은 근골격계 부상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이는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신 건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가 근골격계 부상을

입은 무용인들의 우울 증상을 비롯한 정신 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향후 국내 무용인들의 우울 증상을

비롯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방면의 개선 방안 모색 및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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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disease 
and depressive symptom in Korean dancers

Jae Han Joo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in Ha Yoon, M.D., DrPH)

  Dancers are suffering from psychological pressure and stress for 
perfect performance on stage, and they are always exposed to the risk 
of musculoskeletal diseases due to long practice.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t is reported that dancers with physical injuries are 
very likely to worsen their mental problem.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depressive symptoms in Korean dancers using the artist mental 
health survey data.

 This study used the artist mental health survey data conducted by 
Yonsei University's Industrial Health Research Institute in 2017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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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dancers. Excluding non-response and missing values for major 
variables, 124 korean dancers were enrolled in this study. We 
conducted descriptive analysi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ve symptoms an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and we analyzed the difference in the prevalence of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then,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associ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depressive symptoms according 
to the diagnosis site.

 In the association between diagnosis of musculoskeletal disease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isk of depression before and after 
adjust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abs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s in case of mild to moderate depressive 
symptoms.  In the case of severe depressive symptoms, neither before 
nor after adjustmen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between diagnosis of musculoskeletal disease and depressive 
symptoms. 

 I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iagnosis site of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depressive symptoms, the risk of depressive symptoms 
before and after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both upper 
extremity and upper & lower extremities than the absence of 
musculoskeletal diseases in case of mild to moderate depressive 
symptoms. In the lower extremities,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before and after adjustment. In case of severe depressive 
symptoms, the risk of depressive symptoms after adjustm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upper extremities than the abs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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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culoskeletal diseases,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association in 
both lower extremities and upper & lower extremitie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association between musculoskeletal 
diseases and depressive symptoms using data from the artist mental 
health survey data. Dancers suffering from physical injuries, including 
musculoskeletal diseases, are directly related to their survival and 
eventually suffer from stress, which can lead to deterioration of 
mental health. However,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of physically 
injured dancers can be managed through improved awareness, 
institutional support and maintenance. Therefore, we hope that the 
results of our study as basic data will help improve mental health 
including depressive symptoms of physically injured dancer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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