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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명은 외부에 소리 자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 또는 머리

에서 소리가 감지되는 증상을 말한다(Møller, 2011; Nondahl 

et al., 2002). 또한 이명은 불면증, 우울증, 불안, 분노, 집중력 감

소 등과 같은 다양한 이차적인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Scott et 

al., 1990; Tyler & Baker, 1983). 심한 이명의 경우에는 개인의 

삶 전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때론 자살에 이

르는 경우도 보고되었다(Møller, 2011).

이명은 기전이 명확한 객관적 이명과 기전을 파악하기 어려

운 주관적 이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관적 이명의 경우 이

명을 느끼고 있는 본인을 제외한 사람은 이명을 자각할 수 없

는 특징이 있다(Kreuzer et al., 2013). 주관적 이명은 소리의 주

파수 대역이 매우 넓고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명을 자

각하는 시간이 불규칙적이다. 또한, 주관적 이명은 본인만이 자

각할 수 있으므로 이명의 정도 및 재활에 따른 이명의 경감

(relief)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Møller, 

2011). 이런 이유로 현재 임상에서 이명의 정도 및 재활의 효과

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명 설문지가 사용된다.

이명 설문지는 이명으로 인한 청각, 인지, 심리 등 삶의 전반

적인 부분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이명을 자각하는 사람의 관점

에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낮은 비용과 간편한 진행 방법

으로 인해 이명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편적인 검사 방법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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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의 경우, 종류가 10개 이상으로 다양하고 각 설문지는 

개발 목적 및 문항 구성 요소의 차이가 있어 이명 설문지를 효

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른 특징을 정확하게 파

악할 필요성이 있다(Meikle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이명 설문지인 이명장애설문지(Tinni-
tus Handicap Questionnaire, THQ), 이명장애지수(Tinnitus 

Handicap Index, THI), 이명 기능 지수(Tinnitus Functional In-
dex, TFI), 이명주요기능설문지(Tinnitus Primary Functional 

Questionnaire, TPFQ)의 개발 배경 및 목적, 개발 과정, 설문

지 문항 특징, 신뢰도 검증 결과, 설문지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임상에서 효과적인 이명 설문지의 사용

을 위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이명설문지는 개발 시기 순서에 따라 THQ, THI, TFI, TPFQ

순으로 기술하였으며, 하위 범주, 문항 수, 설문지 점수의 해석, 

설문지의 신뢰도 결과는 Table 1에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Tinnitus Handicap Questionnaire

이명장애설문지(THQ)가 개발되기 전 1970년대까지는 이명을 

경험하거나 이명으로 인한 문제를 호소하는 환자들의 보고는 

다수 있었으나 이명의 영향으로 인한 부차적인 문제를 확인하

는 설문지가 개발되지 않았었다. 그 당시 6~17% 정도의 인구가 

이명을 경험하였으며, 난청인의 경우 70~85% 정도의 사람들이 

이명을 동반한다고 보고했다(Chung et al., 1984; Fowler, 1944; 

Glasgold & Altmann, 1966; House & Brackmann, 1981). 

당시 많은 연구자는 이명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이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

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Kuk et al., 1990; 

Vernon et al., 1980). 예를 들어 Vernon et al.(1980)은 이명 환자

의 85% 이상이 청력손실을 동반한다고 보고하였다. Tyler & 

Baker(1983)에 의하면 수면(falling asleep), 질환의 지속성(the 

persistence of the disorder), 언어 이해력(understanding of 

speech), 절망(despair), 짜증(annoyance), 집중력 저하(diffi-
culty with concentration), 약물 의존성(drug dependence)과 

같은 문제들이 이명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Ste-
phens & Hallam(1985) 연구에서 이명은 신경 증상을 측정하는 

방법인 Crown-Crisp Experiential Index의 불안(anxiety), 강

박관념(obsessionality), 신체적 불안(somatic anxiety), 우울증

(depression), 히스테리(hysteria) 척도 중에서 불안과 우울 척

도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Kuk et al.(1990)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for four tinnitus questionnaires

Characteristic
Type of questionnaire

THQ THI TFI TPFQ
Subcategory Social/emotional/ 

physical
Functional/emotional/ 

catastrophic
Intrusive/cognitive/ 

sense of control/ 
sleep/relaxation/ 
quality of life/ 
auditory/emotional

Emotion/hearing/ 
sleep/concentration

Number of questions 27 25 25 20
Score interpretation 0-100:

The larger total score of 
the THQ represents the 
more severe 
the handicap

78-100: catastrophic
58-76: severe
38-56: moderate
18-36: mild
0-16: slight or

no handicap

73-100: very big problem
54-72: big problem
32-53: moderate problem
18-31: small problem
0-17: not a problem

0-100:
The larger total score of 

the TPFQ represents the 
more severe the handicap

Reliability of original 
version (inter-item
consistency)

O (alpha = 0.94) O (alpha = 0.93) O (alpha = 0.97) O (alpha = 0.92)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inter-item
consistency)

O (alpha = 0.96) O (alpha = 0.95) X X

Key references Kuk et al., 1990
Jun et al., 2015

Newman et al., 1996
Newman et al., 1998
Kim et al., 2002

Meikle et al., 2012 Tyler et al. 2014

‘O’ represents that the reliability was evaluated and ‘X’ represents that the reliability was not evaluated. THQ: Tinnitus Handicap Ques-
tionnaire, THI: Tinnitus Handicap Index, TFI: Tinnitus Functional Index, TPFQ: Tinnitus Primary Functional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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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에서 언급한 이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들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이명 설문지를 제안하였다. 초기 설문

지는 Tyler & Baker(1983)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87개의 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87개 문항은 청력(hearing, 12개 문항), 생활

방식(life-style, 27개 문항), 건강(health, 18개 문항), 감정

(emotion, 20개 문항), 이명을 겪는 사람에 대한 타인의 생각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설문지의 내적일치도

(크론바흐알파계수)를 높이기 위해 문항의 중복성과 민감성이 

떨어지는 문항들을 고려하여 상관관계가 낮은 59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7개의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Tinnitus 

Handicap Questionnaire (THQ)라 명명하였다.

THQ는 사회적 문항(9, 14, 16, 17, 19), 정서적 문항(11, 13, 

18, 22, 24, 27), 신체적 문항(1, 12, 15, 20)의 3개의 척도로 분류

되며 0~100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예를 들어, 요인 1(이명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향)은 ‘이명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다’ 

또는 ‘이명 때문에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

성되어 있으며, 요인 2(이명을 겪는 사람의 청각적 능력)는 ‘이명 

때문에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분간하기 어렵다’와 ‘이명 때문에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와 같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요인 3(이명에 대한 인식)은 ‘나의 이명은 매년 나빠진다’ 또

는 ‘다른 사람들은 이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른다’와 같

은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인 1과 요인 2의 경우 요인별 문항에 해당하는 점수를 총합한 

이후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요인 3은 문항 25, 

26의 점수가 낮은 경우 이명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도록 구성했

기 때문에 100점에서 측정된 점수를 빼고 요인 3의 다른 문항

들과 더한 뒤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THQ의 총

점은 요인 1, 2, 3의 점수를 모두 더하여 백분율로 환산하여 최

종 점수를 산출한다.

THQ 설문지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증

가함을 나타낸다.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은 두 가지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THQ의 총합 점수를 확인하

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Kuk et al.(1990)의 표준 데이터와 

설문지 대상자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THQ 설문지의 총점 또는 요인 1, 2, 3의 점수를 이명을 경험하

는 사람들의 평균 점수를 나타낸 표준 데이터와 비교하는 것이

다. 임상적으로 THQ의 요인 1 또는 요인 2에 해당하는 점수는 

이명을 겪는 사람에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통찰력을 제공한

다. 예를 들어 요인 1과 요인 2의 각 척도 점수가 모두 높은 경

우에는 이명으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어려움이 청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치료 프로그

램에 이명 관리(예: 상담) 이외에 적절한 증폭 장치 사용을 고

려해야 한다. 한편, 요인 1의 점수가 높지만 요인 2의 점수가 낮

은 경우에는 이명에 대한 어려움이 주로 사회적, 정서적 및 신

체적 측면의 영향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명을 겪

는 대상이 청력으로 인한 이명의 어려움이 적거나 청력 저하로 

인한 이명의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 요인 1에서 어려움을 호소한 영역을 고려하여 이명 재

활을 진행하고 만약 청력역치 결과가 높다면 적절한 증폭의 사

용은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Kuk et al., 1990). 요

인 1과 요인 2의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는 경도의 이명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한 재활 방법을 권고할 수 있다. 요인 

1의 점수가 낮지만 요인 2의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사회적, 정

서적, 신체적 측면에서 이명에 대한 어려움을 크게 보이지는 않

지만, 증폭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요인 3의 경우 

점수 결과를 단독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 그 이

유는 내적일치도의 신뢰도 값이 요인 1과 요인 2에서 높게 보인 

반면 요인 3의 경우 낮은 신뢰도를 보였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

어진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THQ는 이명으로 인

해 발생하는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청각적 측면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이명 재활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THQ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 결과 내적일치도는 α = 0.94로 신

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문항 간의 상관관계는 r = 

0.15~0.81의 범위였다. 또한, 각 요인 1, 요인 2, 요인 3의 각각의 

신뢰도 결과는 각각 α = 0.95, α = 0.88, α = 0.47로 나타났다. 

내적일치도는 문항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범위로 표기하며, 결과 값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다

고 해석한다. 보통 0.5 이상을 신뢰도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기

준으로 판단하며, 0.7 이상은 신뢰도가 높다고 해석하고, 0.8 이

상이면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요인 3의 내적일

치도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문항의 수(4개 문항)가 적고 문

항 간의 상관관계가 낮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THQ의 

총 점수 간 상관계수를 피어슨 상관계수로 비교한 결과, 이명의 

크기 평가(tinnitus loudness judgement)는 r = 0.57, 삶의 만족

도(life satisfaction)는 r = -0.54, 평균 청력역치(mean hearing 

threshold)는 r = 0.52, 우울증(depression)은 r = 0.63, 일반 건강 

상태(general health status)는 r = 0.54의 값을 보였다. 하지만 음

량검사(loudness match)는 r = 0.32, 최소차폐강도(minimum 

masking level)는 r = 0.26 값으로 낮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다. 

피어슨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에 선형적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이다. p값의 절대값에 따라서 상관관계의 정도를 판별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p값의 절대값이 0에서 0.1 사이의 값을 가지면 거

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고 0.1에서 0.3 사이의 값을 

가지면 약한 상관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0.3에서 0.7 사이의 값

을 가지면 뚜렷한 상관관계를 가지며, 0.7에서 1 사이의 값을 가

지면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중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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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요인 1은 인지된 이명의 크기와 일반적인 건강 상태 측정

에 주로 기여하는 반면 요인 2는 평균 청력손실 점수 예측에 기

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5). 요인 1과 요인 3은 삶의 만

족도와 우울증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요인 1, 2, 

3은 음량검사, 최소차폐강도, 증상 보고(symptom report), 기

능적 상태(functional status), 질병의 수(the number of ill-
nesses), 사회적 열망(social desirability)과는 상관성이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THQ는 영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언

어로 번역되어 신뢰도 분석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영어, 프랑

스어, 네덜란드어 같은 경우 내적일치도 값은 각각 α = 0.94, α = 

0.90, α = 0.93을 보였으며, 한국어 버전의 Korean version of 

the THQ (THQ-K)도 α = 0.96으로 본래 THQ 버전과 마찬가

지로 높은 내적일치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THQ-K는 스피어만 

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s) 값이 Korean 

version of the THI (THI-K)와는 0.843으로 상관성이 높았고, 

우울증의 척도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는 0.336, 고통에 대한 시각아날로그척도(visual analog scale)는 

0.493, 음량에 대한 시각아날로그척도는 0.753으로 상관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Jun et al., 2015). 하지만 THQ-K는 음조검

사, 음량검사, 최소차폐강도와의 상관관계 결과 각각 0.004, 

0.156, 0.037 값으로 이명의 심리음향검사와 유의미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다(Jun et al., 2015).

Tinnitus Handicap Index

이명장애지수(THI) 설문지는 1996년 Newman 등에 의해 

개발되었고(Newman et al., 1996), 1998년 후속 연구를 통해 

29명의 성인 이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THI의 검사-재검사 신뢰

도를 증명하였다(Newman et al., 1998). 당시에 전문가들은 이

명의 정도(pain severity)와 같은 직접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

로 인해 영향을 받는 환자의 삶의 질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

다. 자가 보고 설문지 형식은 청력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로

는 확인이 어려운 환자의 주관적인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

로, 때문에 이명 자가 보고 설문지를 통해 환자의 일상에서 이

명으로 인한 영향들을 수치화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New-
man et al., 1996). 앞서 사용되던 이명 설문지들은 신뢰성 및 타

당성의 검증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석이 모호한 문항들

이 포함될 수가 있었다. 예를 들어, THQ, Tinnitus Effect Ques-
tionnaire, Tinnitus Severity Questionnaire 등은 내적일치도 조

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Tinnitus Reaction Questionnaire의 

경우 일관성 및 재검사 신뢰도가 증명되었지만 고통, 분노와 같

은 정신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한계가 있었다

(Newman et al., 1995). 또한 Newman et al.(1995) 연구에서 32

명의 이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THQ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연

구를 한 결과 요인 1, 2, 3 중 요인 3(이명에 대한 인식)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부적합했다. Newman은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THI를 개발하였다. THI는 임상에서 

사용하기에 용이하도록 설문지의 문항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

였으며, 이명으로 인해 동반되는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THI는 총 100점 만점이며, 문항당 4점 만점으로 25개의 질

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라면 4점, ‘가끔 혹은 때때로’일 

경우 2점, ‘아니오’는 0점을 기준으로 하며, 각 질문의 점수를 합

하여 총합 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총합 점수에 따라 이명을 평

가해 볼 수 있는데, 총합이 78~100점인 경우 심도 수준의 장애

(catastrophic handicap), 58~76점인 경우 고도 수준의 장애

(severe handicap), 38~56점인 경우 중도 수준의 장애(moder-
ate handicap), 18~36점인 경우 경도 수준의 장애(mild handi-
cap), 그리고 0~16점인 경우 거의 장애가 없는 경우(slight or no 

handicap)로 분류할 수 있다. THI의 척도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기능하위척도 11문항, 정서하위척도 9문항, 재앙화하위척

도 5문항). 예를 들어, 기능하위척도는 ‘이명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까?’, ‘이명 때문에 밤에 잠을 자기가 어려우십니까?’와 

같이 이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삶의 기능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정서하위척도의 경우 ‘이명으로 

인해 화가 날 때가 있습니까?’, ‘이명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십니

까?’와 같이 이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재앙화하위척도는 ‘이명이 절망

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명에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

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이명에 대한 두려움을 파악하기 위

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로 개발된 알파 버전의 THI는 45개 문항이었고 84명의 

이명 환자를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Newman et al., 

1995). 그 결과 내적일치도는 α = 0.97이었고 전체-항목 간의 상

관관계는 r = 0.25~0.85의 범위였다. 전체-항목 간의 상관관계

가 0.5 이하인 질문 항목들을 제외한 후 현재 사용 중인 베타 

버전의 THI를 완성하였다. 베타 버전의 THI 또한 66명의 이명 

환자들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내적일치도

는 α = 0.93이었으며, 전체-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r = 0.22~0.77

의 범위였다. 베타 버전의 모든 항목(25개)의 전체-항목 간 상

관관계는 항목 2(‘이명의 크기로 인해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을 듣기가 어렵습니까?’)를 제외하고 모두 r = 0.5 이상이었다. 

항목 2의 전체-항목 간 상관관계의 경우에는 r = 0.22였으나 내

용 타당도(content validity)가 높아 최종 문항에 포함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 계수의 경우 기능하위

척도는 α = 0.86 (r = 0.27~0.76), 정서하위척도 α = 0.87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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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0.82), 재앙화하위척도 α = 0.68 (r = 0.42~0.48)이었다. 

또한,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각 요인 내에서 가장 높은 요

인 적재 계수)은 각 요인 내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대표 

문항으로 기능하위척도에서는 ‘이명 때문에 집중하기가 어렵습

니까?’, 정서하위척도에서는 ‘이명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

가 있습니까?’, 재앙화하위척도에서는 ‘이명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각 하위척도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r = 0.65~0.93으로 모두 유의하게 밝혀졌다. 

THI는 한국어 버전으로 번역되어 이명 환자 111명을 대상으

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가 이루어졌다(Kim et al., 2002). 신

뢰도 분석의 경우 내적일치도 값은 α = 0.95로 높은 내적일치

도를 보였으며, 하위척도계수의 경우 기능하위척도는 α = 0.90, 

정서하위척도는 α = 0.92, 재앙화하위척도는 α = 0.79였다. 또

한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THI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하

였을 때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r = 0.75~0.91, p ＜ 0.001). 

타당도의 경우 THI와 THQ의 상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0.83, p ＜ 

0.001). 두 설문지는 유사한 수준으로 이명의 정도를 측정해 주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영어 버전의 THI뿐만 아니라 한국

어 번역판 THI도 신뢰성 및 타당도가 검증되었고 실제 국내에

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Tinnitus Functional Index

이명기능지수(TFI) 설문지가 개발되기 전 다양한 이명 설문

지가 제작되어 사용되었다(Meikle et al., 2012). 하지만 이전 설

문지들은 1~2가지의 문제점만을 이명과 연관을 지어 평가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이 이명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설문조사를 중복적으로 해야 

하므로 금전적 부분과 시간적인 불편함에 대한 의견이 나타나

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이

명 설문지의 제작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고, 2003년 이명 연

구 컨소시엄(Tinnitus Research Consortium, TRC)에서 새로

운 이명 설문지의 개발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Henry et al., 

2016). Meikle은 최초 제안서를 작성하여 연구 승인을 받은 뒤 

2004년부터 설문지 제작에 착수하게 되었다. TFI 설문지 제작

에는 17명의 이명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중 8명은 이

전 이명 설문지 개발에 참여했던 경험이 있었다. TFI가 개발되

기 이전에 TRQ, THQ, THI를 포함하여 10개 내외의 이명 설

문지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었지만, 이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예: 수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가 부재하여 종합적인 이명 평가를 위해서는 여러 설문

지 검사를 중복적으로 시행하여야만 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시간적 소모와 높은 검사 비용이 요구되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

이 이명 연구 컨소시엄(TRC, 2003)을 통해 보고되었다. 따라서 

Meikle et al.(2012)은 이명의 정도와 이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 개발에 초

점을 두어 개발하였고, 그 설문지를 Tinnitus Functional Index 

(TFI)라 명명하였다(Meikle et al., 2012).

TFI는 다음의 7가지 중점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

(Meikle et al., 2012). 첫째, 기존에 개발된 9개의 이명 설문지에

서 사용된 175개 문항의 타당성(validity)을 비교하여, 이 중 대

상자의 재활 효과를 높은 민감도로 나타내는 질문들로 선별해 

구성했다. 둘째, TFI는 이명과 관련성이 높은 하위 범주를 8개

로 나누어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8개의 하위 범주는 통찰력

(intrusive), 감지(sense of control), 인지(cognitive), 수면

(sleep), 청각(auditory), 완화(relaxation), 삶의 질(quality of 

life), 그리고 감정(emotional) 영역이다. 셋째, TFI는 설문 시간

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25개의 문항만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넷째, 효과적인 응답률을 위해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10점

(0~10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쉬운 단어로 구성하여 대상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려 하였다. 여

섯째, 설문지의 내용 중 이명 대상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

는 문항들은 배제했다. 일곱째, 결과의 평가 시 채점과 해석이 

용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TFI는 최종적으로 삶의 질 범주(4개 문항)를 제외한 각각의 

범주별 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전체 25개의 문항으로 제작되

었으며,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문항별 응답한 

점수 결과를 모두 더해준 값에 응답한 문항 개수만큼 나눠준 

뒤 결과 값에 10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20개의 문항에 답한 

결과를 모두 더한 다음 문항의 수만큼 나눠 10을 곱하면 값이 

나온다. TFI 설문지는 5가지 하위척도로 나누어져 있으며, 

0~17점은 문제 없음(not a problem), 18~31점은 작은 문제(small 

problem), 32~53점은 보통 문제(moderate problem), 54~72점

은 큰 문제(big problem), 73~100점은 매우 큰 문제(very big 

problem)로 분류된다. 결과 값이 25보다 작은 경우 비교적 가

벼운 이명으로 분류하며, 25~50점 사이에 해당될 때 이명에 대

한 중재와 전문가의 개입이 요구되며, 50점보다 큰 경우 적극적

인 중재가 필요한 심각한 이명으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설문 응답 시 최소 19개의 질문 항목(문항의 76%)에 답변해

야만 설문의 결과에 유효성을 얻을 수 있다. 질문의 유형과 답

하는 방식을 예를 들자면 ‘지난주 동안 일상생활 중 이명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가?’와 같은 유형

으로 질문이 이루어져 있고, 답변은 0~10점 척도 중 해당하는 

점수를 표시하면 된다.

Meikle et al.(2012)은 TFI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성 평가를 

THI 설문지와 점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평가 방식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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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사이트를 통해 이명을 겪고 있는 167명의 참가자를 모집하여 

이들 중 77명의 훈련군 그룹과 90명의 대조군 그룹으로 구분하

여 전화이명교육(telephone tinnitus education) 방식으로 진행

성 이명 관리(Progressive Tinnitus Management)를 6개월간 시

행한 뒤 재활 전후의 설문지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설문 내용의 

민감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통계는 Cohen’s d 통계법을 사용하

여 척도를 비교하였다. Cohen’s d는 집단 간 차이의 표준화 측

정치로서 집단 평균값의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효과 크기

를 비교하는 검증방법이다. Cohen’s d는 집단 간 차이의 표준치

와 효과 크기(effect size)를 비교하는 통계 기법이며, 결과 값이 

클수록 검증력이 더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Cohen, 1988). TFI

와 THI 두 설문지 간의 훈련 전후에 따른 재활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THI는 Cohen’s d = 1.04였으나 TFI의 경우에는 d = 

1.23으로 더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TFI 설문지는 THI 설문지보다 재활 훈련 전후에 따른 재활 

효과에 대한 민감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Meikle et al., 2012). 

두 설문지 결과의 표준편차 결과는 THI가 18.67, TFI는 18.19로 

두 설문지 모두 이명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TFI가 

개발된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영국(Fackrell et al., 2015), 뉴질

랜드(Chandra et al., 2018), 미국(Henry et al., 2015; Scherer et 

al., 2014), 네덜란드(Rabau et al., 2014) 등을 포함한 14개의 언어

로 번역이 진행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TFI 한국어 버

전의 신뢰도 검증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Tinnitus Primary Function Questionnaire

이명주요기능설문지(TPFQ)가 개발되기 전 기존 이명 설문

지들은 이명으로 인한 삶의 질과 이명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었으며(Tyler et al., 2014), 대부분의 

이명 설문지는 이명으로 인한 이차적인 영향(예: 삶의 질 등)들

을 하위 범주로 구성하여 이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

다. 예를 들어, THQ는 요인 1(이명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

향), 요인 2(이명을 겪는 사람의 청각적 능력), 요인 3(이명에 대

한 인식)의 하위 범주로 구성하여 이명으로 인한 삶의 질, 청각

적 능력, 그리고 이명으로 인한 어려움을 평가하였으며(Kuk et 

al., 1990), THI는 기능, 정서, 재앙화 척도로 구성하여 이명으로 

인한 기능적, 정서적, 재앙화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도록 문항들

을 구성하였다(Newman et al., 1998). 하지만 Tyler et al.(2014) 

연구에서는 이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한 이차적 영향은 감정

(emotion), 청각(hearing), 수면(sleep), 집중력(concentration)이

며 이러한 각 하위 항목들이 이명에 미치는 영향과 각 하위 항

목의 영향을 종합한 이명의 영향을 모두 측정하는 설문지의 개

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TPFQ 설문지는 이명을 경

험하는 사람들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맞춰 감정, 

청각, 수면, 집중력으로 하위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종합적인 평

가뿐만 아니라 각 하위 항목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가능하도

록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상담 및 재활에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재활 전후 이명의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설문지를 Tinnitus Primary 

Function Questionnaire (TPFQ)라 명명하였다(Tyler et al., 2014).

TPFQ 설문지는 개인적인 영향을 포함하는 삶의 질과 사회

화(socialization), 신체 건강(physical health), 업무(work), 교

육(education), 경제(economic)와 같은 일상생활의 제한 사항들

을 배제하고, 이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요한 4가지 기능 손상

(감정, 청각, 수면, 집중력)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Tyler et al., 2014). 하위 범주별 5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 20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각 하위 범주별 타당성(validity)을 

확인하기 위해 158명 대상자에게 THQ, BDI, 특성 불안 설문지

(Trait Anxiety Questionnaire), 피츠버그 수면 질 지수(Pitts-
burgh Sleep Quality Index, PSQI) 설문지와의 비교를 통해 항목 

간 피어슨 상관계수를 확인하였다. 또한 확인적 요인 분석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해 높은 부하량(loadings)

을 나타낸 문항을 3개씩 선별하여 총 12문항의 설문지를 추가

적으로 구성하여 TPFQ 설문지는 20문항과 12문항 2가지 버전

으로 개발되었다(Tyler et al., 2014).

20문항과 12문항으로 구성된 2가지 TPFQ는 문항별 100점 

만점으로 전체 문항 점수의 평균 점수로 환산하여 이명에 대한 

기능 손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정 범주는 ‘나

는 이명 때문에 괴롭다’, ‘나는 이명 때문에 우울하다’와 같이 이

명으로 인한 감정적인 영향을 확인하며, 청각 범주는 ‘이명 때

문에 잘 들리지 않는 말소리가 있다’, ‘이명이 나에게 미치는 최

악의 영향 중 하나는 청력손실(난청)보다 이명으로 인해 말소리

를 듣기 더 어렵다는 점이다’와 같이 청력이 이명으로부터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수면 범주는 

‘이명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다’, ‘밤중에 잠에서 깼을 

때, 이명 때문에 다시 잠을 이루기가 힘들다’와 같이 이명이 수

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며, 집중력 범주는 ‘이명 때문에 내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이명으로 인해 중요한 

일들에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다’와 같이 이명으로 인한 집중력

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범

주별 하위 점수를 허용하여, 각 범주별 평균 점수를 통해 점수 

결과에 따라 상담 및 재활에 대한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TPFQ 설문지는 4가지 설문지(THQ, BDI, Trait Anxiety 

Questionnaire, PSQI) 검사 결과와 비교를 통해 신뢰도 및 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20문항 버전 TPFQ의 신뢰도 검증 결과, 내

적일치도와 전체-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

였을 때, 20개의 항목 모두 내적일치도가 α = 0.92 값을 보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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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4가지 하위 범주의 집중력 범주에서 α = 0.88, 청력 범주에

서 α = 0.81, 감정 범주에서 α = 0.84, 수면 범주에서 α = 0.94

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고 전체-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r = 

0.36~0.80의 범위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증 결과, TPFQ와 

THQ, BDI, Trait Anxiety Questionnaire, PSQI 간의 상관관계

(피어슨 상관계수) 값은 r = 0.52~0.77로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

으며, 감정 범주와 THQ, BDI, Trait Anxiety Questionnaire 간

의 상관계수 및 수면 범주와 PSQI 간의 상관계수, 집중력 범주

와 THQ 설문지 간의 상관계수 모두 r=0.65~0.69로 모두 유의

미하게 나타났다. 12문항 버전의 TPFQ도 20문항 버전의 

TPFQ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12

문항 TPFQ의 내적일치도 검사 결과, α = 0.89 값을 나타냈으며, 

집중력 범주에서 α = 0.89, 감정 범주에서 α = 0.90, 청력 범주에

서 α = 0.90, 수면 범주에서 α = 0.93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사 

결과는 12문항의 TPFQ와 THQ, BDI, Trait Anxiety Question-
naire, PSQI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 r = 0.49~0.77로 모두 유의미

하게 나타났다. 또한 Tyler et al.(2014)은 TPFQ의 재활 전후의 

점수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THQ와 비교를 통해 신

뢰도 검증을 하였으며, 이명을 경험하는 대상자 100명으로부터 

12개월간의 재활 전후 점수 결과를 대응표본 t 검정(paired 

sample t-test)을 통해 비교하였다. 20문항 버전의 TPFQ와 

THQ의 검사 결과, TPFQ [t(99) = 3.85, p ＜ 0.001]와 THQ 

[t(99) = 5.08, p ＜ 0.001] 모두 유의미한 개선을 보였으며, 12문

항 TPFQ와 THQ를 비교한 결과 또한 TPFQ [t(99) = 6.56, p ＜ 
0.001], THQ [t(99) = 5.08, p ＜ 0.001] 20문항과 12문항 버전의 

TPFQ 설문지 모두 재활 효과에 대해 민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TPFQ는 현재 TPFQ의 한국어 버전의 개발 및 신뢰도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ONCLUSIONS

이명과 관련된 연구 중 이명의 기전은 달팽이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등으로 발생 기전의 위치를 좁혀 가고 있다(Bauer, 

2004). 하지만 이명의 발병 원인과 그 증상을 객관화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으므로 이명 재활에 따른 재활 효과의 객관적

인 측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명의 정도를 측정

하는 주관적 검사 도구인 이명 설문지의 목적과 특성을 정확하

게 파악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명 정도의 측정과 이명 재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Meikle et al., 2012). 

본 연구는 이명의 주관적 증상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개발되

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이명 설문지 중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4가지 이명 설문지(THQ, THI, TFI, TPFQ)의 특징을 개

발 배경 및 목적, 설문지 특성 및 해석 방법, 신뢰도 측정 결과

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각 설문지의 특성과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면 효과적인 이명 정도의 측정과 재활에 따

른 이명의 완화 정도를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이명장애설문지·이명장애지수·이명기능지수·

이명주요기능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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