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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명(tinnitus)은 외부의 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나 머리

에서 소리를 느끼는 증상이다. 유병률은 전체 인구의 10~15% 

내외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와 생활환경에서

의 소음 노출 증가로 인해 이명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Zeng et al., 2011). 최근의 연구(Shargorodsky et al., 2010)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25.3%가 이명을 경험하였고, 국내에서도 

이명 유병률은 12세 이상의 경우 26% 정도였으며, 60대 이상에

서는 33%에 달하였다(Cho et al., 2010). 또한 일반인의 1~3%

에서는 높은 강도의 이명으로 수면장애, 일의 효율성 저하, 정

신적 고통 등을 포함한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Dobie, 2003).

질병에 의한 이명의 경우 질병의 치료나 약물 등을 통해 이명

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이명은 외부의 자극 없이 발생

하는 주관적 이명이다. 주관적 이명은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실한 치료법은 알려진 

바가 없다(Jung & Lee, 2014). 즉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명이 발생하고 개인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르게 작

용하기 때문에 한 가지 치료법만을 시도하기보다는 다양한 치

료 방법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다(Delb et al., 2002). 현재 국

내에서는, 이명 재훈련치료(Tinnitus Retraining Therapy, TRT), 

이명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 소리

치료(sound therapy), 음악치료, 약물치료, 고실 내 스테로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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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요법, 보청기, 인공와우 등 다양한 치료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Yoo et al., 2013).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신경조절치료는 약리적 혹은 전기적 

자극을 통해 신경의 활성도를 변화시키는 치료 방법으로 그 치

료의 종류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Song, 2014). 전기자극 

술 중 하나인 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술(transcranial Direct 

Current Stimulation, tDCS)은 양극과 음극의 두 전극 패드를 

이용하여 0.5~2 mA의 약한 전류를 흘려주어 대뇌 피질의 흥

분성을 조절하는 비침습적 뇌 자극 방법으로(Nitsche et al., 

2008), 다른 전기 자극술에 비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

리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tDCS를 

시행한 이명환자에서 수일간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Nitsche & 

Paulus, 2000)하여 치료 효과가 단시간 지속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연구(Faber et al., 2012)에서 양극 전극을 

어느 쪽에 부착하여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이명의 강도 감

소 효과가 있었으며 양극 전극을 왼쪽 배외측 전전두엽에 부착

하였을 경우 우울 증상이, 오른쪽 배외측 전전두엽에 부착하였

을 경우 불안 증상이 경감되었다고 보고하였다. 

tDCS가 다른 전기 자극술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지만 국내에서 tDCS의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없다. 이에 저자들은 tDCS를 이명의 기존 치료법과 함께 사

용하였을 때 이명환자에게 미치는 임상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

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대상 및 방법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명을 주소로 본 원을 내원한 60명

(M = 33, F = 27)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 60명

은 모두 특정질환에 의해 발생한 이명이 아니었다. 이를 감별하

기 위해 이명을 주소로 본 원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문진 및 

순음청력검사(pure tone audiometry, PTA)와 어음청력검사

(speech audiometry), 변조이음향방사검사(distortion product 

OAEs, DPOAEs)를 실시하였다. PTA는 Audiometer(diag-
nostic audiometer AD229b, MADSEN Itera II, Interacous-
tics, Assens, Denmark)를 사용하였고, DPOAEs는 Navigator 

Pro Scout OAE System version 3.45.00(Neurosoft Ltd., Inva-

novo, Russia)과 Neuro-Audio 1.0.94(Bio-Logic, Mundelein, 

IL, USA)를 사용하였다. 미국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의 4분법(500 Hz, 1 kHz, 2 kHz, 3 kHz)을 사용하여 PTA의 

역치평균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명의 방향, 주파수, 강도를 알아

보기 위해 음 고저 비교검사(pitch matching test), 이명강도비

교검사(loudness-balance test)를 실시하였고, 이명으로 인해 

느끼는 사회적, 심리적 불편감을 확인하기 위해 대상자 60명 모

두에게 한국어 번역판 이명 불편감 척도(Korean adaptation of 

Tinnitus Handicap Inventory, K-THI)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대상자 60명의 정보는 Table 1과 같다. 또한 대상자들의 이명 

특성은 총 6가지로 분류되었고 Table 2와 같다. 대조군 30명(M 

= 18, F = 12)의 연령은 평균 58.5세였고, PTA의 평균청력은 

오른쪽 27.9 dB HL, 왼쪽 31.3 dB HL이었다. 이명에 대한 문

진을 시행한 결과, 이명의 방향은 오른쪽 10명, 왼쪽 10명, 양쪽 

10명이었고, 본원에 내원하기 전 이명을 느낀 기간은 총 평균 

33.7개월이었다. 이명의 소리 종류는 총 6가지로 분류되었으며 

매미소리(n = 11), 윙(n = 8), 바람소리(n = 6), 삐(n = 2), 징(n = 

2), 표현할 수 없음(n = 1) 순으로 많았다. 실험군 30명(M = 15, 

F = 15)의 연령은 평균 55.1세였고, PTA의 평균청력은 오른쪽 

21.3 dB HL, 왼쪽 22.4 dB HL이었다. 이명에 대한 문진을 시행

한 결과, 이명의 방향은 오른쪽 10명, 왼쪽 10명, 양쪽 10명이었

고, 본원에 내원하기 전 이명을 느낀 기간은 총 평균 28.6개월

이었다. 이명의 소리 종류는 총 6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윙(n = 

9), 삐(n = 8), 바람소리(n = 6), 매미소리(n = 5), 징(n = 1), 표현

할 수 없음(n = 1) 순으로 많았다. 대조군 30명은 TRT, 소리치

료, 약물치료,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최소 4주에서 최

대 16주(평균 8.9주)간 시행하였다. 실험군 30명은 TRT, 소리치

료, 약물치료,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 tDCS를 최소 9주

에서 최대 13주(평균 10.3주)간 시행하였다. 실험군 30명은 

tDCS를 시행하는 동안 고실 내 스테로이드 주사요법을 실시하

지 않았다. 또한 tDCS를 시행하기 전 대상자들은 충분한 상담

Table 1. Patients characteristic

Group Age Gender
(male/female)

PTA threshold
(R/L)

Tinnitus laterality
(R/L/both) 

Tinnitus 
frequency (Hz)

Tinnitus 
duration (months) 

Treatment 
duration (weeks)

Control group 58.5 18/12 (n = 30) 27.9/31.3 10/10/10 1,241 33.7 08.9
Experimental group 55.1 15/15 (n = 30) 21.3/22.4 10/10/10 2,800 28.6 10.3
PTA: pure tone audiometry, R: right, L: left

Table 2. Loudness of tinnitus (dB) of the control group and the ex-
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treatment (p < 0.05)

Before After
Control group 10.6 ± 1.4 dB SL 18.8 ± 2.1 dB SL
Experimental group 0.14 ± 2.6 dB SL 08.8 ± 1.5 dB SL
SL: sensa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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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방법

본 연구는 이명치료 전과 후의 이명강도와 K-THI 점수를 비

교하고자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회과학용 통계패키지

(SPSS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

였다. 두 그룹(대조군 vs. 실험군)의 치료 전과 후의 이명강도와 

K-THI 점수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 t 검정을 시행하였다. 유의
수준 p값은 0.05 이하로 하였다. 또한 K-THI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크론바하 알파(Cron-
bach’s alpha) 계수를 사용하였다. 유의수준 Cronbach’s alpha 

값은 0.8 이상으로 하였다.

RESULTS

대조군과 실험군의 이명강도비교검사(loudness-balance 

test) 결과 

Table 2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이명강도의 결과를 보여준다. 

대조군(n = 30)의 치료 전 이명강도는 평균 10.6 ± 1.4 dB SL

이었고, 치료 후 이명강도는 평균 18.8 ± 2.1 dB SL이었다. 실

험군(n = 30)의 치료 전 이명강도는 평균 14 ± 2.6 dB SL이었

고 치료 후 이명강도는 평균 8.8 ± 1.5 dB SL로 나타났다. 

Figure 1은 대조군과 실험군의 치료 전과 후 이명강도 변화

를 보여준다.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은 평균 8.1 

± 2.7 dB SL 증가한 결과를 보였고(p ＜ 0.05), 실험군의 이명의 
강도는 평균 5.1 ± 2.0 dB SL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p ＜ 0.05). 
즉 실험군에서는 이명 치료 전보다 치료 후 강도가 감소하였으

며, 대조군에서는 이명 치료 전보다 치료 후 강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집단의 이명강도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을 통해 예상되는 치료 효과, 부작용 및 주의사항이 명시된 동

의서를 작성하였다.

tDCS의 자극 부위, 시간, 횟수 등의 변수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그래서 앞서 선행된 연구(Song et al., 

2012)를 참고하여 변수를 설정하였다. 1회당 20분의 시간 동안 

전기 자극을 주었으며, 주 1회 간격으로 총 5회 실시하였다. 전

극의 강도는 최소 1.0 mA에서 최대 2.0 mA까지 주었으며, 

tDCS의 부작용-빨갛게 부어오름, 피부 작열감, 피로감, 두통, 

기분변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고려하여 1.5 mA부터 전기

자극을 시작하여 불편감을 느끼면 최소 1.0 mA까지 줄였고, 

감각을 느끼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끼면 최대 2.0 mA까

지 증가시켰다. 전극의 위치는 양측 배외측전전두엽(both dor-
solateral prefrontal cortex)에 두었으며, 양극 전극(anodal 

stimulation)은 이명이 들리는 측, 음극 전극(cathode stimula-
tion)은 그 반대측에 부착하였다. 이명의 위치가 양쪽 귀인 경

우 오른쪽과 왼쪽에 번갈아서 양극 전극(anodal stimulation)

을 부착하였다. 

연구절차 및 분석 

이명강도비교검사(loudness-balance test)

이명강도비교검사는 음 고저 비교검사를 통해 확인된 이명

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명의 크기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Chang et al., 2014). 검사음은 이명의 주파수에서 단계적으로 

크기를 상승하거나 하강하여 이명의 크기와 검사음의 크기가 

일치하는 점을 측정하였다. 측정 단위는 dB sensation level 

(SL)로 표시하였다.

대상자 60명은 이명을 주소로 본원을 최초 방문하였을 때와 

이명치료가 끝나고 1주 후 다시 본원을 방문하였을 때 검사를 

실시하여 이명의 강도 변화를 확인하였다. 

한국어 번역판 이명 불편감 척도(Korean adaptation 

of Tinnitus Handicap Inventory, K-THI)

K-THI는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총 25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하위척도(11개 문항), 정서

하위척도(9개 문항), 재앙하위척도(5개 문항)로 분류되어 있다

(Kim et al., 2002). 각 문항은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

다”로 표기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아니다”는 0점, “보통이다”는 

2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다(Kim et 

al., 2002).

대상자 60명은 이명을 주소로 본원을 최초 방문하였을 때와 

이명 치료가 끝나고 1주 후 다시 본원을 방문하였을 때 검사를 

실시하여 점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Table 3. K-THI score of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treatment (p < 0.05)

Before After
Control group 46.4 ± 4.4 21.1 ± 2.6
Experimental group 43.4 ± 5.3 27.2 ± 4.1
K-THI: Korean adaptation of Tinnitus Handicap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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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oudness of tinnitus (dB) of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treatm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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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은 이명의 원인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하나의 치료법만을 

선택할 수 없다. 돌발성 난청 치료에 관한 연구(Kang et al., 

2011)를 살펴보면, 스테로이드만을 사용하였을 때보다 항바이

러스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 청력개선에 더 도움을 준다고 보고

되고 있다. 또한 이명의 병행치료와 관련하여 TRT만을 시행한 

환자보다 CBT와 TRT를 함께 시행한 환자가 더 좋은 치료 효

과를 보인 연구결과가 있었다(Delb et al., 2002). 이러한 선행연

구는 이명은 여러 가지 치료법을 함께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더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이명치료법과 새로 시

도되고 있는 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술(tDCS)을 병행하여 사용

하였을 때 이명환자의 이명강도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이명의 기존 치료법만을 시행한 대조군

에서는 K-THI 점수만 감소하였고, tDCS와 함께 시행한 실험

군에서는 이명의 강도와 K-THI 점수가 모두 감소하였다. 

이명의 심한 정도는 연령, 청력손실, 이명의 유병기간, 이명의 

발생 시기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Coelho et al., 2004). 또한 

치료 전 증상 유병기간이 짧거나 청력손실이 적을수록 이명의 

인치행동치료의 효과가 좋았음이 보고된 바 있다(Ji et al., 

2014). 본 연구에서의 대조군과 실험군의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

면, 성별, 나이, 청력 역치, 이명의 방향, 이명의 유병기간에서 모

두 p ＞ 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집단의 이명 주파수와 이명의 치료기간에

서는 p ＜ 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실험군보다 대조군의 이명 유병기간이 약 5개월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의 치료기간은 약 1.5주가 짧았

다. 이러한 문제점이 대조군의 이명강도가 증가한 요인임을 추

측할 수 있다. 하지만 대조군의 경우 이명의 강도는 증가하였으

나 K-THI 점수는 실험군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Jastreboff & Hazell(1993)은 이명의 강도와 심리적인 불편함의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명의 강도가 커서 이명이 더 

시끄럽다고 말하는 경우 이명의 불편감이 큰 것으로 보고 하였

고(Hiller & Geobel, 2006), Ryu & Bahng(2011)은 이명이 커

짐에 따라 이명장애지수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이

명의 크기와 심리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DCS의 전극 부착위치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된 것이 없다. 

배외측 전전두엽 tDCS가 좌측 측두두정엽 tDCS보다 목표 대

뇌피질 자체에 전기장이 집중됨을 보고해 이론적으로 더 유리

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Parazzini et al., 2012). 또한 양극 자

극을 좌측 측두두정엽에 부착하였을 때 이명의 강도가 감소하

였으나 음극 자극을 좌측 측두두정엽에 부착하였을 때는 이명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그룹(대조군 vs. 실험군) 간의 치료 후 이명강도의 결

과를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K-THI 점수 측정 결과

K-THI 점수를 분석하기 전 내적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

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alpha값은 0.861

로 나타나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3은 대조군과 실험군의 K-THI 점수 측정 결과를 보여

준다. 대조군(n = 30)의 치료 전 K-THI 점수는 평균 46.4 ± 

4.4점이었고, 치료 후 K-THI 점수는 평균 21.1 ± 2.6점으로 나

타났다. 실험군(n = 30)의 치료 전 K-THI 점수는 평균 43.4 ± 

5.3점이었고 치료 후 K-THI 점수는 평균 27.2 ± 4.1점으로 나

타났다. 

Figure 2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치료 전과 후 K-THI 점수 변

화를 보여준다.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대조군의 K-THI 

점수는 평균 25.2 ± 3.3점 감소한 결과를 보였고(p ＜ 0.05), 실
험군의 K-THI 점수는 평균 16.1 ± 4.2점 감소한 결과를 보였

다(p ＜ 0.05). 두 집단 모두 치료 전보다 치료 후 이명으로 인
한 불편함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두 집단의 K-THI 점수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그룹(대조군 vs. 실험군)의 이명 치료 후 K-THI 결과

를 분석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p ＞ 0.05)
으로 나타났다. 

DISCUSSIONS

이명의 기원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진 바 없이 여러 가설들

이 존재한다. 이명의 발생은 청각 신경계 전체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현재는 지속적인 자각적 이명은 청각

계의 신호 없이도 중추신경계의 신경 활성과 관련이 있다는 의

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Jung ＆ Lee, 2014). 이명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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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K-THI score of the control group and the experimental 
group before and after treatment (p < 0.05). K-THI: Korean 
adaptation of Tinnitus Handicap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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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도에 변화가 없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Fregni et al., 

2006). 또한 양극 전극을 오른쪽 배외측 전전두엽에 부착했을 

때 이명의 크기가 억제되고 고통도 경감되었으나 양극 전극을 

왼쪽 배외측 전전두엽에 부착했을 때는 증상의 변화가 없었다

고 보고되었다(Vanneste et al., 2010). 본 연구의 경우는 양극 

전극의 위치를 이명이 들리는 쪽의 배외측 전전두엽에, 양쪽인 

경우 오른쪽 배외측 전전두엽과 왼쪽 배외측 전전두엽을 번갈

아가며 부착하였다. 그 결과, 이명강도와 K-THI 점수 모두 유

의미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최근 연구(Faber et al., 2012)에서 

양극 전극을 어느 쪽에 부착하여도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한 이

명의 강도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양극 전극을 왼쪽 배외측 전

전두엽에 부착하였을 경우 우울 증상이, 오른쪽 배외측 전전두

엽에 부착하였을 경우 불안 증상이 경감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명의 강도와 K-THI 점수가 모두 감소한 본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K-THI 점수가 더 

낮은 감소를 보였다. 이는 모든 대상자의 자극 부위의 방향이 일

치하지 않았고, 특히 이명이 양측에서 들리는 경우 자극 부위의 

방향을 번갈아 실시하였던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최근 tDCS를 시행한 연구(Frank et al., 

2012)에서는 주 2회, 총 6회의 tDCS를 실시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 1회 실시하였으므로 치료 간격 또한 결과에 영향

을 미쳤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tDCS의 효과는 충분한 시간 동안 자극을 주었을 때 한 세션

만 시행하여도 한 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Nitsche & Paulus, 2000), 좌측 측두두정엽 영역에 양극을 위

치시킨 tDCS를 20분간 시행하였을 때 이명의 증상이 수일간 

변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Garin et al., 2011). 이러한 선행연구

는, 이명에 사용되는 tDCS가 장기적으로 이명의 크기와 심리적

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는 tDCS를 주 1회 간격으로 5회 실시하였고, 변화는 치료가 끝

난 7일 후 관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강도와 K-THI 점수

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tDCS가 반복적으로 시

행되면 이명의 습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추측하였으나, 이 부

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의 연구

(Song et al., 2012)에 따르면, tDCS가 이명 개선에 효과를 보이

지만 연구과정에서 대상이 제한적이고, 보고자에 따른 전극 부

착위치, 강도, 시간이 큰 차이가 있다. 즉 명확한 자극 방법 및 

치료대상이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이를 고려한 표준화된 치료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개인마다 다른 대뇌활성

도를 보이므로 전극의 위치가 획일적인 것도 문제가 되므로 변

수조절을 시도하는 치료법의 개선도 필요하다(Song, 2014).

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실험군의 전체 치료기간, tDCS의 

자극위치, 강도가 동일하지 않았다. 대상자의 수도 60명으로 일

반화하기에는 숫자가 적다. 또한 이명의 기존 치료법과 tDCS를 

함께 시행하였으므로 실험군의 결과가 tDCS의 치료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안하여 더 많은 이명환자

에게 tDCS만을 시행하였을 때의 이명치료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의 기존 치료법만을 사용했을 때와 이명

의 기존 치료법에 tDCS를 더하여 사용하였을 때 이명의 치료 

효과를 이명의 강도 변화와 K-THI 점수 변화를 통해 알아보

고자 하였다. 이명의 기존 치료법만을 시행한 그룹과 tDCS를 

함께 시행한 그룹 모두 K-THI 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명의 강도 변화를 살펴보면, 이명의 기존 치료법만을 시행한 

집단은 치료 후 이명의 강도가 증가한 반면, tDCS를 함께 시행

한 집단은 이명의 강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이

명의 기존 치료법과 tDCS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이명의 강도

와 심리적 불안 감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중심 단어0:0�경두개 직류 전기 자극술·이명·

한국어 번역판 이명 불편감 척도·이명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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