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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identify whether subjects with tinnitus and hearing loss would tolerate noise poorly than 
subjects only with hearing loss. This study also evaluated whether the acceptable noise level (ANL) of listeners with 
tinnitus would be associated with results of self-reported subjective questionnaire. An experimental group (12 subjects 
with tinnitus and hearing loss) was compared to non-tinnitus control group (11 subjects with hearing loss), whose 
audiometric thresholds were statistically similar between two groups. Individual ANLs were measured across five 
types of background noise (1-male, 1-female, 2-talker, 4-talker, and 8-talker maskers). The self-reported subjective 
questionnaire evaluated individual subjective handicap of tinnitus and relevant dep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had relatively more annoyance from noise (higher ANLs) compared to control group, regardless 
of the type of background noise. From the results of subjective questionnaires, we found that listeners who reported 
more handicap of tinnitus had less tolerance of background noise (higher ANLs). In conclusion, tinnitus may affect 
subjective capacity to accept background noise while following a target story, and it can be related with subjective 
handicap from tinn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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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명(tinnitus)은 외부 청각적인 자극과 관련 없이 

일측, 양측, 혹은 머리전체에 간헐적 또는 연속적으

로 소리가 난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오직 자신만이 들

을 수 있는 주관적 이명(subjective tinnitus)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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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같이 들을 수 있는 객관적 이명(objective 

tinnitus)로 구별할 수 있다. 이명은 개개인의 일상

생활, 수면 뿐 아니라 집중을 요하는 다양한 활동에

도 방해를 줄 수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뿐 아니라 

감정 상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Tyler & Baker, 1983). 473명의 이명환자를 대상으

로 설문조사한 Sanchez & Stephens(1997) 또한 이

명으로 인해 개인의 정서, 듣기, 건강, 수면 등에 악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국외 보고에 의하면 약 

8 ~ 20%의 성인이 이명을 경험하며(Baguley et al., 

2013)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명의 출현 빈도는 증가한

다고 한다(Andersson et al., 2005; Sindhusake et 

al., 2003). 국내 이명의 유병률은 10.5%으로 조사되

었고 외래 환자의 약 4.3%가 이명을 호소한다고 한

다(이승준 & 이석기, 2007). 

이명환자 135명(200귀)의 청각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정승원 외, 2008) 청력상태는 정상부터 고심도 

난청까지 개인차가 컸고 난청의 형태 또한 다양하였다. 

난청 정도와 유형이 유사한 이명난청군과 난청군의 소

음 속 어음인지 능력을 비교한 결과(Newman et al., 

1994), 이명난청군의 인지도가 더 낮았다. Huang et 

al.(2007) 또한 이명이 있는 대상군(N=20)이 대조군 

보다 저하된 어음이해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Hébert 
et al.(2013)은 전 주파수에서 비슷한 청력을 가진 

이명군(124귀)과 비이명군(106귀)을 비교한 결과, 이

명군이 비이명군보다 모든 검사주파수에서 더 좁은 

역동범위(dynamic range)를 보이고 비정상적인 음량

증가(loudness growth)를 보임을 밝혔다. 특히 이명

군 중 정상청력을 가진 대상자들도 큰 소리에 대한 

민감도(sensitivity to loud sound)가 높았으므로 청

력상태와 상관없이 이명대상자가 참을 수 있는 소리

레벨이 더 작음(reduced sound level tolerance)을 

강조하였다. 

청자 개개인마다 배경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다양

한 점을 고려하여 Nabelek et al.(1991)은 이를 임상

에서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도록 수용소음레벨

(Acceptable Noise Level, ANL)에 관한 연구를 발

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청자의 성별

(Rogers et al., 2003), 나이(Adams et al., 2010; 

Freyaldenhoven et al., 2006; Nabelek et al., 

2006) 등은 ANL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청자의 

성격(Franklin et al., 2013), 자기조절(self-control) 

능력(Nichols & Gordon-Hickey, 2012)은 ANL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명환자가 소음 속에서 어음인지 시 어려움을 느

끼고 소음에 민감한 특징을 보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서는 1) 이명난청군(실험군)이 난청군(대조군)보다 

목표어음을 듣는 동안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배경소

음의 레벨, 즉 ANL이 유의하게 다른지, 2) 배경소음

의 화자 수에 따라 이명난청군과 난청군의 ANL이 

유의하게 달라지는지, 3) 이명대상자가 보고한 자가

보고 설문결과(이명장애지수 및 우울정도)와 ANL이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실험군은 고주파수 난청과 이명을 동반

하는 성인 12명(남 10명, 여 2명)이었고, 대조군으로 

참여한 대상자는 이명 경험이 없고 고주파수 난청을 

가진 성인 11명(남 9명, 여 2명)이었다. 실험군의 평

균 연령은 54±11.1세(범위: 35세 ~ 69세)이었고, 대

조군의 평균연령은 56±6.4세(범위: 47 ~ 67세)이었

다. 대상자 모두 양측귀의 중이검사 결과(Madsen 

Zodiac 901, GN Otometrics, Taastrup, Denmark) 

A형 고막운동성을 보였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양이 

순음청력검사(Madsen Orbiter 922, GN Otometrics, 

Taastrup, Denmark)를 시행하여 250 Hz부터 8,000 

Hz까지 옥타브 단위 주파수별 순음청력역치를 구하

였다(Figure 1).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이명난청군과 난청군의 옥타브 단위 주파수별 검사

귀의 청력역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르지 않았

다(p > .05). 

12명의 실험군(이명난청군) 중 8명이 양측 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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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대상군의 양이 순음청력역치

(HL: listeners with hearing loss only, Tinnitus & HL: 

listeners with tinnitus and hearing loss, 오차막대: 표

준편차)

이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4명이 편측 귀에 이명을 가

지고 있었다(우측 귀 2명, 좌측 귀 2명). 이명의 종

류로 협대역소음을 선택한 대상자가 6명이었고, 6명 

대상자 각각이 서로 다른 주파수의 이명을 보고하였

다(125, 500, 2,000, 4,000, 6,000, 10,000 Hz, 각

각 한명). 나머지 6명은 순음을 이명의 종류로 선택

하였고, 6명 중 6,000 Hz와 8,000 Hz의 순음을 선택

한 대상자가 각각 두 명, 500 Hz와 4,000 Hz 주파

수의 이명을 보인 대상자가 각각 한명이었다.

2. 연구절차

1) ANL 측정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ANL음원과 설명문(Shin & 

Lee, 2010)을 사용하여 5개의 배경화자 소음조건에서 

ANL을 측정하였다. 여기서 5개 종류의 배경화자 소

음은 남성화자 한 명이 신문이나 잡지를 읽게 하여 

녹음한 배경어음(1-male masker), 여성화자 한 명이 

동일한 방법으로 녹음한 배경어음(1-female masker), 

2명의 서로 다른 화자가 녹음한 어음의 평균 실효치

(root mean square, RMS)가 동일하도록 조정한 후 

믹싱한 2화자 배경어음(2-talker: 남1+여1), 4화자의 

어음을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 후 믹싱한 배경어음

(4-talker: 남2+여2), 8화자의 어음을 조정 및 믹싱

하여 만든 배경어음(8-talker: 남4+여4)이었다. 

ANL 측정을 위해 음향부스 안에서 청력검사기

(Madsen electronics, Orbiter 922 Ver. 2)와 청력

검사기에 연결된 CD player (Sony D-NF340)를 사

용하여 피검자로부터 1 m 앞 정면에 위치한 스피

커를 통해 목표어음과 배경소음을 함께 제시하였다. 

Nabelek et al.(1991)의 기존 방법대로 1) 각 대상자

가 목표어음을 듣는데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강도

인 쾌적강도레벨(most comfortable level, MCL)을 

측정하고, 2) 목표어음을 위의 MCL에서 들려주면서 

동시에 배경화자소음을 제시하여 청자가 최대로 수용 

가능한 배경소음레벨(background noise level, BNL)

을 확인하였다. 3) MCL과 BNL의 차이로 ANL을 산

출하였다(ANL = MCL-BNL). MCL과 BNL 측정 시 

모두 2 dB 단위를 이용하였고 5가지 배경화자소음을 

무작위 순서로 선택하여 ANL을 측정하였다. 

2) 설문평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ANL 수치는 개인 간 차

이가 크나 청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성별, 청

력 등)보다는 청자의 성격(personality), 자기조절

(self-control) 능력 등의 개인의 내적요인(intrinsic 

factor)과 유의한 관련성이 보고되었다(Franklin et 

al., 2013; Nichols & Gordon-Hickey, 2012).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명대상자의 ANL이 이명 대상자 

개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불편함 혹은 우울정도 등과 

유의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알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

래 3가지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K-THI

Tinnitus Handicap Inventory (THI)는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을 측정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척

도(Newman et al., 1994)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번역 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입증한 Korean adap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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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innitus Handicap Inventory (K-THI)를 사용하

였다(김지혜 외, 2002). K-THI는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능하위척도(functional subscale, 

총 11개 문항), 정서하위척도(emotional subscale, 

총 9개 문항), 재앙화하위척도(catastrophic subscale, 

총 5개 문항)로 총 3가지 척도로 분류된다. 각 문항

을 읽고 피검자는 “아니다”, “가끔 그렇다”, “그렇

다”로 표기하며, “아니다”는 0점, “가끔 그렇다”는 2

점, “그렇다”는 4점으로 점수화한다. 총점 100점에 

가까울수록 이명으로 인한 장애지수가 높음을 의미

하며, 점수에 따라 0 ~ 16점을 보이면 정상(Grade 

1), 18 ~ 36점을 보이면 경도(Grade 2), 38 ~ 56점을 보

이면 중도(Grade 3), 58 ~ 76점을 보이면 고도(Grade 

4), 78 ~ 100점을 보이면 심도(Grade 5)로 이명의 장애지

수 정도를 구분한다.

(2) K- BDI

이명난청군의 우울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구하고 한국어로 표준화한 한국판 Beck 우울

척도(Korean version of Beck Depression Inventory, 

K-BDI)를 사용하였다(이민규 외, 1995; 한홍무 외, 

1986). BDI는 우울정도에 대한 자기보고식 척도로 

우울증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

을 포함하는 21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상자

는 각 문항을 읽고 자신의 기분, 상태에 해당하는 것

에 0점에서 3점으로 답하여야 하며, 총점 63점에 가

까울수록 우울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BDI 총 점

수가 0 ~ 9점을 보이면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 ~ 15

점을 보이면 가벼운 우울상태, 16 ~ 23점을 보이면 

중한 우울상태, 24 ~ 63점을 보이면 심한 우울상태로 

구분한다.

(3) GDSSF-K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판 노인우울척도 단축형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 Korea 

Version, GDSSF-K)는 노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단축형 우울척도(Sheikh & Yesavage, 1986)

를 기백석(1996)이 한국어로 표준화한 것이다. 총 15

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대상자는 각 문항에 “예”, 
“아니오”의 양분척도로 반응하므로 총점 15점에 가까

울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하며 5점 이하이면 정

상, 6 ~ 9점이면 중등도의 우울상태, 10점 이상은 

우울증으로 구분 한다.

3.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PSS version 20.0 (IBM 

Corp., Armonk, NY, USA)으로 분석하였다. 그룹(이

명난청군 vs 난청군)과 배경소음(1-male, 1-female, 

2-talker, 4-talker, 8-talker)에 따라 ANL이 유의

하게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측정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 with repeated measure)을 시

행하였다. 분석결과 Mauchly 구형성 가정에 위배될 

경우 Greenhouse-Geisser 수정된 자유도와 F값을 

보고하였고,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밝히기 위해 부분

에타제곱(Partial eta-squared values, ηρ²) 값을 보

고하였다. 필요에 따라 Bonferroni 수정된 다중비교 

사후검정을 실시하였고, 추가로 3개의 설문조사 결과

(K-THI, K-BDI, GDSSF-K)와 ANL과의 상관성을 

보기 위해 Spearman-rank order 비모수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RESULTS

1. 이명난청군과 난청군의 ANL 측정결과

Figure 2는 5가지 배경소음에 따른 실험군(이명난

청)과 대조군(난청)의 ANL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이명난청군(N = 12)과 난청군(N = 11)의 5가지 배경

소음 환경에서 측정한 평균 ANL은 10.4±1.5 dB, 

9.1±0.6 dB이었다. 두 대상군의 ANL이 유의하

게 달랐는지 통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이명난청군의 

ANL이 난청군의 ANL보다 유의하게 더 컸다[F(1, 

21) = 7.34, p < .05, ηρ² = .26]. 다시 말해,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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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5가지 배경소음에 따른 이명난청군

(Tinnitus & HL)과 난청군(HL only)의 평균 ANL (오차

막대: 표준편차)

난청군이 난청군보다 배경소음을 참는데 더 어려움을 

보였다. 

Figure 2에 제시하였듯이 5가지 배경소음(1-male, 

1-female, 2-, 4-, 8-talker)에 따라 측정된 이명

난청군의 평균 ANL은 13, 12.8, 10.3, 8.8, 7.2 dB

이었고, 난청군의 평균 ANL은 차례대로 11, 11.1, 

9.2, 7.9, 6.5 dB이었다. 즉, 배경화자수가 많아질수

록 두 대상군 모두 ANL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통계분석결과 5가지 배경소음을 통해 측정한 ANL이 

유의하게 다름을 확인하였다[F(2.5, 53.2) = 129.25, 

p < .05, ηρ² = .86]. Bonferroni 수정된 다중비교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5가지 배경소음 중 1-male

과 1-female 소음을 통해 측정한 ANL은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나 그 외의 소음을 통해 측정한 ANL은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룹과 배경소음 종류 간 2원상호작용은 유의미하

지 않았으므로[F(2.5, 53.2) = 2.03, p > .05, ηρ² 

= .09] 배경소음 종류에 따른 ANL 변화가 두 대상

군 간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정리

하면, 난청의 정도와 유형이 유사한 대상자 중 이명

난청군이 난청군보다 배경소음을 참는데 더 어려움

을 보였고, 두 대상군 모두 남성 1화자 혹은 여성 1

화자의 배경소음이 제시되었을 때 수용가능한 소음

수준이 가장 낮았고(higher ANL), 8명의 배경화자 

어음 속에서 소음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었다

(lower ANL). 

2. 이명난청군의 자가보고 설문결과와 
ANL과의 관련성

본 연구에 참여한 이명난청군(N=12)에게 K-THI, 

K-BDI, GDSSF-K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K-THI 

측정 결과 평균 49±28점의 중도(grade 3)에 해당하

는 점수를 보였다(범위: 4 ~ 88). 우울정도를 측정

하기 위해 실시한 K-BDI 평가결과에서는 평균 

4.9±7.2점(범위: 0 ~ 26), GDSSF-K 평가결과에서

는 평균 4±3.2점(범위: 0 ~ 12)으로 평균 점수로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2명 대상자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K-BDI 

평가에서 26점, GDSSF-K에서는 12점을 보이는 등 

심한 우울상태의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5가지 배경소음(1-male, 1-female, 2-talker, 

4-talker, 8-talker masker)으로 측정한 ANL과 주

관적인 설문결과(K-THI, K-BDI, GDSSF-K) 간 상

관성을 확인하였다. Table 1에 제시한 것처럼, 5가지 

배경소음 중 어떤 종류의 소음이 사용되었는지에 상

관없이 본 연구에서 측정된 ANL 결과와 K-THI 결

과는 높은 연관성[ .74 < rs < .87, p < .01]을 보였

다. 우울정도 측정에 사용된 K-BDI 혹은 GDSSF-K 

결과와 ANL은 대부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

다. 따라서 이명으로 인해 느끼는 불편함, 장애지수

가 심한 사람일수록 소음 하 의사소통 시 배경소음을 

수용하거나 참는데 더 어려움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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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자가보고 설문결과와 ANL 간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s correlation coefficient, p < .01**, p < .05*) 

K-THI K-BDI GDSSF-K

ANL with
1-male masker

.85** .39 .66*

ANL with
1-female masker

.77** .35 .51

ANL with
2-talker masker

.87** .32 .49

ANL with
4-talker masker

.85** .30 .40

ANL with
8-talker masker

.74** .05 .13

Mean ANL .87** .30 .51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주파수별 순음청력이 유사한 이명

난청군과 난청군을 대상으로 수용소음레벨(ANL)을 

측정하고 자가보고 주관적 설문을 시행하여 비교하였

다. 분석결과 유사한 청력역치에도 불구하고 이명난

청군이 난청군에 비해 ANL 수치가 유의하게 높았다. 

즉, 이명난청군이 난청군보다 소음 속에서 목표화자

의 말을 들을 때 배경소음을 수용하는 능력이 더 낮

아(higher ANL) 소음으로부터 더욱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순음청력역치가 유사한 이

명군과 비이명군의 청각민감도를 비교하였을 때 이

명군이 소리에 더 민감하며 참을 수 있는 소리레벨

이 더 낮았다는 선행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Hébert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소음 하 어음

인지도를 측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명환자가 대조군에 

비해 소리에 더 민감하고 소음상황에서 더 낮은 어음

인지도를 보였다는 선행연구(Huang et al., 2007; 

Newman et al. 1994)를 고려하여 볼 때, 추후 연구

에서는 이명환자의 소리 혹은 소음에 대한 민감도 측

정 뿐 아니라 소음상황 속 의사소통 능력 간 상관성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5가지의 배경어음(1-male, 1-female, 

2-talker, 4-talker, 8-talker masker)을 사용하여 

ANL을 측정하였고, 비교결과 배경화자의 수가 8명부

터 1명으로 감소할수록 ANL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1화자 배경어음(1-talker masker)이 제시되었을 때 

배경소음의 의미가 청자에게 좀 더 명확히 전달되어 

청자가 수용가능한 소음레벨이 더 적어진 것이다

(higher ANL). 이러한 양상은 본 연구에 참여한 이

명난청군, 난청군 뿐 아니라 건청인(N = 20), 보청

기 착용자(N = 14), 인공와우 착용자(N = 10)에서도 

동일하였다(김자희 외, 2014; 백은주 & 이재희, 2012; 

Shin & Lee, 2010). 30명의 건청인을 대상으로 1, 

4, 12화자의 배경화자 어음을 사용하여 ANL을 측정

한 Gordon-Hickey et al.(2012) 또한 배경화자 수

에 따라 건청인의 ANL이 유의하게 달랐고, 특히 목

표화자와 배경화자 간 성별이 같을 때 배경어음을 수

용하기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배경어음 

메시지의 의미가 청자에게 전달될수록 의미적 차폐

(informational masking or linguistic masking)가 

증가하여 ANL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상에서 ANL 측정 시 배경소음을 선

택할 때 소음의 변동적인(fluctuating) 특성 뿐 아니

라 의미적 차폐의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이명난청대상자

의 K-THI 결과와 5가지 배경소음으로 측정한 ANL 

결과 모두 유의한 상관결과를 보였던 점이다. 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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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클수록 배경소음종류에 상관없

이 이명대상자가 참을 수 있는 혹은 수용가능한 소음

수준이 적었다(higher ANL). 본 연구에서 ANL을 측

정한 것과 다르게 Huang et al.(2007)은 이명군의 

소음하 문장인지도(SPIN)를 측정하였고, 분석결과 이

명군의 이명장애지수와 소음 하 문장인지도 간 유의

한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해 Huang 

et al.(2007)의 연구에 참여한 이명대상자 중 이명으

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고 보고하였더라도 반드시 소

음 하 문자인지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지는 않았던 것

이다. 본 연구결과와 Huang et al.(2007)의 연구결

과가 달랐던 이유는 Harkrider & Smith(2005)이 보

고한 것처럼 소음 속 어음인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

는 SPIN과 청자의 수용소음수준을 주관적으로 측정

하는 ANL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측정방법이기 때문

일 수 있다. 소음 속 어음인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

는 소음하 단어인지도 혹은 문장인지도 보다는 개개

인의 수용소음수준을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ANL이 

이명환자의 주관적인 장애정도를 예측하는데 더 유리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명의 상담치료 및 예후에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난청군과 난청군의 청력상태를 

고려하여 두 군의 주파수별 청력역치가 유사하도록 

선별하였으나 모든 대상자의 이명 혹은 난청의 병리

학적 원인, 이명의 특성 등이 동일하지 않았다.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병리학적 원인, 이명의 특성 및 

발생시기, 정신심리적 영향, 기타 객관적인 청각검사 

결과와 연계하여 이명대상자의 의사소통 능력, 삶의 

불편도 및 건강실태 등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5가지 배경소음을 제시하고 ANL을 

측정하여 이명난청군, 난청군의 ANL 결과를 비교하

였고, 자가보고 설문조사를 통해 이명과 관련된 불편

함, 우울정도를 측정하여 ANL관의 관련성을 확인하

였다. 분석결과 이명난청군이 목표어음을 듣는 동안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배경소음 수준이 더 낮아

(higher ANL) 이명난청군이 난청군(대조군)에 비해 

배경소음에 더 방해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배경소음 화자 수가 8화자에서 1화자로 감소할수록 

1-2화자의 배경어음이 의미적 차폐(informational 

masking) 효과를 가져 이명난청군과 난청군 모두에

게 배경소음을 수용하기 어려운 듣기상황이었다. 자

가보고 설문조사 결과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 즉 이

명장애지수가 크다고 보고한 사람일수록 배경소음을 

더 참지 못하였다(higher ANL). 따라서 이명대상자

의 ANL 측정 결과가 주관적인 우울지수나 장애지수 

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단어: 수용소음레벨, 이명, 배경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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