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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명은 청각적 또는 전기적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소리를 자

각하는 증상으로 전 세계의 성인 중 약 5% 정도가 지속적인 이

명이 들리고, 약 1~3%는 삶의 질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한 이

명을 겪고 있다(Hear-it, 2018). 이러한 이명을 진단하거나 평가

하는 보편적인 척도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으며,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조화된 자가 설문지는 이명을 겪고 있는 대상

자가 이명으로 인한 불만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용도로 사

용하고 있다(McCormack et al., 2016). 이명은 주관적인 소리

이므로 객관적 평가의 결과가 재활 혹은 치료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며, 평가의 결과와 관계없이 주관적으로 이명

의 불편함과 감정적인 불편함을 현 상태의 평가와 이명 치료 

전후 평가를 하는 것이 이명의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명의 원인은 청각 시스템의 말초 병변의 결과로 인한 대뇌

피질의 입력 오류의 결과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

실이다. 만성통증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말초 병변에 의한 다양

한 주관적인 감각으로, 이명과 만성통증은 많은 유사점을 가졌

다(Møller, 2007). 그 유사점은 수면장애, 특히 집중할 때의 인

지적 어려움, 직장이나 가정에서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어려움, 

걱정, 좌절,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 반응 같은 것들이 있다

(Dobie, 2004; Meikle et al., 2008; Stouffer & Tyler, 1990; 

Tyler & Baker, 1983). 이러한 유사점으로 인하여 이명의 치료에 

만성통증 완화를 위한 심리치료요법 등을 적용한다(Cima et al., 

2011; Henry & Wilson, 2000). 

인지–행동 조정 모델(Cognitive-behavioral mediation 

therapy model, CBT)

만성통증 분야의 재활에 도입된 모델인 인지-행동 조정 모델

은 자제력(self-control)과 간섭(interference)이 통증의 매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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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델이다(Rudy et al., 1988). 이명

이 발생하게 되면 이명으로 인한 괴로움은 간섭(행동적 변화)

과 자제력 저하(인지적 변화)로 인해 일어나고, 이어서 우울 증

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명으로 인한 심각성은 우울 증

상의 정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인지-행동 조정 모델에 적

용하여 요약하면 통증이 직접적으로 바로 감정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은 인지적 변수를 거쳐 감정적 스

트레스를 가져온다. 물리적으로 같은 강도의 통증이라도 결과

적으로 환자가 느끼는 감정적 스트레스의 강도는 인지적 변수

에 따라 관계가 있으며, 이명의 정신적 고통은 이명의 규모

(magnitude), 개인의 성격적 특징에 모두 영향을 받으며, 그 관

계는 인지적 기능장애(이명에 관한 비극적인 생각, 잘못된 믿음)

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Lee at al., 2004). 인지-행동 조정 모델

을 구조화하면 예측변수(predictor)가 반응(response)을 유발

하는데, 조정체(mediator)는 예측변수와 반응 사이에 위치하여 

예측변수가 조정체를 거쳐서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이때 조정

체는 인지와 행동적 변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인지와 행동적 변

화를 통해 같은 예측변수라도 다른 반응을 도출할 수 있다. 

인지-행동 조정 모델을 이명에 적용시키면 각 항목은 다음과 

같이 대입할 수 있다. 예측변수는 이명의 규모(magnitude), 조정

체는 재활에서 시행되는 이명의 중재(예를 들어 소리치료, 상담), 

그리고 반응은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대입할 수 있다. 

이명의 규모는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지만, 이명의 

중재를 통해 정신적 고통은 변할 수 있는 것이다(Figure 1).

Searchfield et al.(2012)은 이명의 크기(loudness)는 이명을 

탐지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일 뿐, 크기 단독으

로 이명의 심각성(severity)을 결정 지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명

의 심각성은 집중도, 청각과 감정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과정

을 통해 결정되며,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명의 가청도(audibility)

를 적응수준이론(adaptation level theory, ALT)에 근거하여 이

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인지와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재활

로 정신적 고통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으로 설명 가능하다.

적응수준이론(Adaptation level theory)

적응수준이론은 환경에 따라 감각에 대한 인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이론이다(Helson, 1964). 이명의 규모(magni-
tude)는 감각자극과 환경적 요인 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달라질 

수 있다. 즉, 이명의 규모는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환경적 요

인, 예를 들어 주변 배경 소음, 심리적 요소, 인지적 요소 등에 

따라 적응 수준(adaptation level)이 변하여 자각이 증가할 수

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다. 

적응수준이론을 이명의 인지-행동 조정 이론에 적용하면, 

적응수준이론의 주변 특징, 예를 들어 개인의 성격, 기억, 각성 

상태, 인지와 정신적 변수 등이 이명 규모를 결정 짓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적응수준이론을 

통해 소리치료와 같은 이명 재활치료를 받으면 이명을 자각하

는 규모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이

명 중재가 들어가면 이명의 규모는 감소하여 이명의 반응 역시 

감소하게 된다. 

위의 두 이론을 적용시킬 경우, 이명의 자각은 이명의 반응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명의 자각만을 물어보아도 이명의 주관적인 

반응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상에서 사용하는 이명 

평가의 척도는 자각(perception)과 이명에 대한 반응(reaction)

으로 나눌 수 있다. 자각은 이명의 크기와 같은 청각적 인지 특

성을 말하며, 심리음향검사로 측정된다. 이명에 대한 반응은 감

정적(정신적) 고통, 집중력 저하, 자제능력 저하, 수면방해와 같

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설문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다(Jun et al., 2015). 많은 설문지들이 이명의 부정적인 영향

(심각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지만, 이명의 자각과 반응을 

혼재하여 물어보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명의 

자극과 반응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측정이 어려우며, 이명

은 주관적인 소리이기 때문에 이명이 있는 사람의 상태를 특징 

짓기 위해서는 자가 응답 설문지가 필요하다. 이명의 불편함을 

알아보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설문지는 이명장애척도 설

문지(Tinnitus Handicap Inventory, THI)로 25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Newman et al., 1996), THI를 간소화시킨 simplified 

version of THI 역시 10문항(Newman et al., 2008)으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Kuk et al.(1990)이 개발한 이명핸디캡 설문지(tin-
nitus handicap questionnaire)는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명으로 인한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많은 질문 항목은 이명을 

겪고 있는 대상자로 하여금 설문지를 작성하는 동안 이명에 대

해 생각해 내며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바쁜 임상 환경에서 설

Tinnitus 
magnitude

Reaction

Contextual
features

Behaviors

Cognition

CBT

ALT

Figure 1. Model of behavioral cognitive mediation. Contextual fea-
tures are personality, prior memory, arousal state, cognitive and psy-
chological variables, etc. ALT: adaptation level theory, CBT: cogni-
tive behavioral mediation therap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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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를 작성하기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노인의 

경우 다양한 질문에 적절한 응답을 하기에는 질문에 대한 이해

도가 낮아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고자 Schmidt et al.(2014)은 이명의 규모(magnitude)

라는 독창적인 영역을 고안하여, 이명의 자각을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된 이명규모지수(Tinnitus Magnitude Index, TMI)를 개발

하였다(Schmidt et al., 2014). Schmidt et al.(2014)의 보고에 따

르면, 이명의 규모는 이명이 인지되는 강도를 의미하며 어떤 연

구자들은 “심각성(severity)” 또는 “강도(loudness)”라고 부르기

도 한다. TMI는 이명기능지수(Tinnitus Functional Index, 

TFI)를 개발하며 얻은 자료를 회기분석하여 질문 항목을 선택

하였다. TFI는 이명의 심각성과 이명치료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설문지로, 8개의 하위항목으로 나눠지는 25개 질문으

로 구성되어 있다(Meikle et al., 2012). 그중 이명의 반응을 최

대한 반영하지 않고 자각만을 반영하는 최종적으로 TFI의 침

범(intrusiveness) 항목의 3개 질문 중 2개 질문과 TFI 최종판

에서는 탈락된 질문 1개(TMI의 2번 문항)가 선택되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영문으로 개발된 TMI를 한국어로 번역하

고 번역된 한국어 설문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하

는 데 있다. 설문지의 타당성을 위하여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이명장애척도(THI) 설문지와 번역된 한국어 TMI와의 상

관관계를 계산하고, TMI 설문지의 신뢰도를 위하여 Cronbach’s 

α를 분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명을 주 호소

로 연세의료원 안이비인후과병원 청각검사실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에 참여한 총 환자는 215명(여자 120명, 

남자 95명)이였으며 연령은 14세부터 85세까지(평균연령 51세)

였다.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스스로 설문지 항목을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 설문지 항목을 완벽히 채우지 않은 경우는 제외시켰

으며 이해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충분히 이해하

도록 안내하였다. 내원한 이명 환자 중 정상청력 대상자는 40명, 

난청 대상자는 175명이었다. 정상청력의 기준은 양이 순음청력 

평균 20 dB HL 이내이며 어음명료도(word recognition score, 

WRS) 100%이다. 난청의 정도는 경도난청부터 고도난청까지 

다양하였으며 순음청력 평균 오른쪽 21 dB HL, 왼쪽 23 dB 

HL이었다. 이명이 들리는 방향은 양이 99명, 오른쪽 47명, 왼쪽 

65명이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이명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설문

지를 작성하는 현재 이명이 없더라도 대상자에 참여시켰으며 

평균 작성 시간은 2분 내외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진행하였다(#HUGSAUD 697128). 

청각검사

이명으로 내원한 모든 환자들은 순음검사, 어음검사, 이명검

사를 받았으며 청각검사는 보정된 청각검사기로 진행되었다. 청

각검사기는 GSI-61 (Grason-Stadler Inc., Eden Prairie, MN, 

USA), Audiostar (Grason-Stadler Inc.)를 이용하였으며, 헤드폰

은 TDH-51과 TDH-39를 사용하였다. 순음검사는 0.25, 0.5, 1, 

2, 3, 4, 8 kHz에서 시행했으며, 어음검사는 speech reception 

threshold, WRS, most comfortable level을 측정하였다. 이명검

사는 이명주파수, 이명강도, 최소차폐수준, 잔존억제검사를 시

행하였다. 

설문지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할 TMI

와 기존에 한국에서 이명평가에 가장 널리 사용되었던 THI 설

문지를 모두 작성하도록 하였다. 각 설문지에 대한 설명은 아래

에 자세히 서술하였다.

이명규모지수(Tinnitus Magnitude Index)

설문지의 번역은 저자에게 이메일로 허락을 받고 진행하였다. 

TMI는 모체의 TFI에서 이명의 인지에 해당하는 다음 3가지 질

문을 선별하였으며, 그러기 위해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

레스 같은 이명의 반응에 겹치는 질문을 모두 제외시켜 다음과 

같은 3가지 질문을 선별하였다.

1) “지난 한 주 동안, 이명은 얼마나 크게 들렸습니까?”

(“Over the past week, how strong or loud was your tinni-
tus?”) 

2) “지난 한 주 동안, 깨어 있는 시간 중에 이명을 인지하는 시

간은 몇 % 정도입니까?” (“Over the past week, what percent-
age of your time awake were you consciously aware of your 

tinnitus?”) 

3) “지난 한 주 동안, 이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졌습니까?” 

(“How severe has your tinnitus been over the past week?”)

1번 질문은 0(전혀 크지 않았다)부터 10(매우 크게 들렸다)까

지 숫자로 단계를 나누어서, 해당하는 이명의 크기 단계를 선택

하는 것이다. 2번 질문은 0%(전혀 인지하지 않았다)부터 100% 

(항상 인지했다)까지 10% 단위로 커지는 숫자 단계를 이용하

여, 깨어 있는 시간 중 이명을 인지하는 시간을 퍼센트로 계산

하여 선택하는 것이다. 3번 질문은 응답자가 이명을 얼마나 심

하게 느꼈는지, 100 mm 줄 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체크하는 것

이다. 점수는 0 mm(전혀 심각하지 않았다)부터 100 mm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다)까지 선 위에 체크한 지점을 mm로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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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Appendix). 영어가 원문인 질문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원

문과의 의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2개 국어(영어, 한국

어)를 사용하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청각전문가 2명이 

함께 번역하였다. 또한 번역된 한국어를 다시 거꾸로 영어로 번

역해 보며 원문의 의미와 최대한 가깝게 번역하고자 하였다. 

이명장애척도 설문지(Tinnitus Handicap Inventory) 

THI는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을 측정하는 자가 설문지로 가

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THI는 2가지 버전이 있는데 초기 alpha 

버전(45개 질문)과 alpha 버전에서 25개 질문으로 추린 beta 버

전이 있다. 임상에서는 빠르고 쉽게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beta 버전이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도 beta-THI를 이용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THI는 25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질문들은 3개 하위척도로 나눠진다. 기능(function) 척도는 11

개의 질문, 감정(emotion) 척도는 9개의 질문, 재앙(catastrophe) 

척도는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아니다(0점)/조금 그렇다(2점)/그렇다(4

점) 3가지 중에 고르며 각 질문마다 점수를 합산하여 총 합계

를 구한다. 총 합계가 0~16점까지는 경미함(normal), 18~36점

까지는 약함(mild), 38~56점까지는 보통(moderate), 58~76점

까지는 심함(severe), 78~100점까지는 극심함(catastrophe)으로 

분류한다.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1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청력 및 이명도 결과와, 둘

째, TMI와 THI의 결과에 대한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

를 계산하였다. 셋째, TMI와 THI의 각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을 시행하였다. 

넷째, TMI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중 항목 1개씩을 제외하

여 α 값을 분석하였다. P 값이 0.01보다 작을 때 통계적으로 유

의하며 별표 2개로 표시되었고, α 값이 0.7보다 클 때 내적 일

관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Cronbach, 1951). 

RESULTS

대상자의 청력 및 이명도 결과 

본 연구는 이명을 주 호소로 연세의료원 이비인후과에 내원

한 215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정상청력은 40명, 난청은 

175명이었다. 성 비율은 남성 95명, 여성 120명이며 평균나이는 

51세이다. 이명이 들리는 방향은 오른쪽 47명, 왼쪽 65명, 양이 

99명이며 평균 순음역치는 오른쪽 21 dB HL, 왼쪽 23 dB HL

이다(Table 1).

전체 대상자 215명 중 검사 당시 이명이 들려 이명검사를 시

행한 인원은 86명이며 이명이 들리는 귀의 개수는 112귀였다. 

이명의 음조 매칭 결과 이명 소리의 종류는 협대역잡음(narrow 

band noise) 46명, 순음(pure tone) 66명이었으며 이명 주파수

는 8 kHz가 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잔존억제검사 결과, 이명 크

기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49명이었으며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올 때까지 평균시간은 53초 소요되었다(Table 2). 

TMI 및 THI 결과 

TMI는 1번 문항의 경우 10점 척도로, 2번 문항은 10% 단위

로 10개의 척도에서 대상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며, 3번 문항은 

100 mm의 선에서 대상자가 자신이 느끼는 대로 선택하고 연구

자가 자로 척도를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THI와 TMI를 사용하

였으며 각각의 평균 점수는 Table 3과 같다.

TMI 각 질문별 평균은 1번 문항 5점, 2번 문항 60점, 3번 문

항 53점이었으며 THI 질문을 성격별로 나눈 하위척도의 평균

은 기능척도는 19점, 감정척도는 14점, 재앙척도는 8점으로 합계 

평균은 41점이었다. THI 합계를 점수별로 정상(normal), 약함

(mild), 보통(moderate), 심함(severe), 극심함(catastrophe)의 

5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그룹별 분포는 33명, 78명, 49명, 

29명, 26명으로 약함에 속하는 그룹의 대상자가 제일 많았으며 

극심함에 속하는 그룹의 대상자의 수가 제일 적었다. 

TMI와 THI와의 상관관계

TMI 각 질문 항목이 THI의 어떤 하위척도와 연관 있는지 알

기 위하여 TMI 각 질문과 THI 하위척도 및 총합 간의 Spear-
man’s rank-order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에 

기재하였다. TMI와 THI 총합은 중등도 상관관계(rs = 0.403~ 

0.530, p ＜ 0.001)를 보이며, TMI의 각 질문별 THI 하위척도별 

역시 중등도 상관관계를 보였다(rs = 0.255~0.562, p ＜ 0.001).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215)

Characteristics
  Gender Number of subjects

  Female 120
  Male 95

  Tinnitus ear Number of ears
  Right 47
  Left 65
  Both 99

  PTA Mean ± SD
  Right 21 ± 14.6 dB HL
  Left 23 ± 17.1 dB HL

SD: standard deviations, PTA: pure ton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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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 기능(function)에 해당하는 문항과 TMI 질문과 가장 상

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MI와 THI 각 질문 항목끼리의 상관계수는 Table 5에 기재

하였다. Spearman’s rank-order 상관계수는 0.165부터 0.532까

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THI 1번 문항(“이명 때문에 집중

하기가 어렵습니까?”)이 TMI 1번 문항(rs = 0.493, p ＜ 0.001), 

TMI 2번 문항(rs = 0.471, p ＜ 0.001), TMI 3번 문항(rs = 0.532, 

p ＜ 0.001)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그중 TMI 3번 문항(“지

난 한 주 동안, 이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졌습니까”)과 THI 

1번 문항의 상관계수가 가장 높았다.

TMI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

TMI 3개 질문의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를 분석하였다. Cronbach’s α는 0.852로 매우 높게 나왔으며 이

Table 2. Tinnitogram result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Side Number of ears

Both 41
Left 26
Right 19

Type of tinnitus sound Number of ears
NBN 46
Pure tone 66

Frequency (kHz)  Number of ears
0.125 5
0.25 5
0.5 8
0.75 2
1 17
1.5 1
2 12
3 5
4 16
6 11
8 28
12 2

Residual inhibition Number of ears
Softer 18
Louder 5
No change 63
Disappear 26 

Tinnitus loudness and masking level Mean (dB HL) 
Tinnitus loudness 39
MML 34

NBN: Narrowband noise, MML: minimum masking level

Table 4. Spearman’s ranked-order correlation between THI and TMI

THI-F THI-E THI-C THI-sum
TMI1 0.562** 0.475** 0.333** 0.530**
TMI2 0.455** 0.327** 0.255* 0.403**
TMI3 0.522** 0.446** 0.334** 0.503**

*p < 0.1, **p < 0.05. THI: Tinnitus Handicap Inventory, TMI: Tin-
nitus Magnitude Index, THI-F: THI-function, THI-E: THI-emo-
tion, THI-C: THI-catastrophe, THI-sum: THI-summation, TMI1: 
TMI No. 1 question, TMI2: TMI No. 2 question, TMI3: TMI No. 3 
question

Table 5.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between TMI and THI 
total item

TMI1 TMI2 TMI3

THI 1 0.493** 0.471** 0.532**
THI 2 0.339** 0.338** 0.319**
THI 3 0.377** 0.208** 0.371**
THI 4 0.301** 0.192** 0.291**
THI 5 0.311** 0.181** 0.322**
THI 6 0.394** 0.311** 0.402**
THI 7 0.346** 0.214** 0.338**
THI 8 0.244** 0.200** 0.281**
THI 9 0.407** 0.347** 0.364**
THI 10 0.313** 0.233** 0.331**
THI 11 0.206** 0.203** 0.173*
THI 12 0.350** 0.325** 0.385**
THI 13 0.335** 0.308** 0.280**
THI 14 0.395** 0.253** 0.359**
THI 15 0.338** 0.230** 0.234**
THI 16 0.410** 0.214** 0.326**
THI 17 0.358** 0.317** 0.359**
THI 18 0.402** 0.312** 0.378**
THI 19 0.223** 0.178** 0.216**
THI 20 0.460** 0.381** 0.432**
THI 21 0.398** 0.330** 0.374**
THI 22 0.276** 0.169* 0.256**
THI 23 0.242** 0.194** 0.250**
THI 24 0.285** 0.165* 0.184**
THI 25 0.420** 0.271** 0.386**

*p < 0.1, **p < 0.05. TMI: Tinnitus Magnitude Index, THI: Tinnitus 
Handicap Inventory, TMI1: TMI No. 1 question, TMI2: TMI No. 2 
question, TMI3: TMI No. 3 question

Table 3. Averages and SDs of TMI and THI 

Score
TMI THI

TMI1 TMI2 TMI3 Function Emotion Catastrophe Total
Average ± SD 5 ± 2.5 60 ± 32.4 53 ± 27.4 19 ± 11.7 14 ± 9.1 8 ± 5.5 41 ± 23.9

SD: standard deviation, TMI: Tinnitus Magnitude Index, TMI1: TMI No. 1 question, TMI2: TMI No. 2 question, TMI3: TMI No. 3 question, 
THI: Tinnitus Handicap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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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문(영어) 설문지(Cronbach’s α = 0.86)와 비슷한 수치이다. 

3가지 항목 중 1가지가 삭제되었을 경우 내적 일관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기 위해 항목 제거 시 척도 역시 분석해 보았다. TMI 

1번 문항 또는 3번 문항이 삭제될 경우 내적 일관성은 감소하였

으며(α = 0.804 그리고 α = 0.698), TMI 2번 문항이 삭제될 경

우 내적 일관성은 약간 증가하였다(α = 0.883). 

DISCUSSIONS 

본 연구의 목적은 영문으로 개발된 TMI 설문지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번역한 한국어 설문지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타당도를 위해서는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THI와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으며, 신뢰도를 위해서는 

TMI의 각 문항당 Cronbach’s α 값을 분석하였다. 

TMI의 각 항목과 THI의 합계를 Spearman’s rank-order 상

관분석한 결과(TMI 1번 질문 rs = 0.530, TMI 2번 질문 rs = 

0.403, TMI 3번 질문 rs = 0.503)는 Schmidt et al.(2014)에 의한 

연구결과(TMI 1번 질문 rs = 0.54, TMI 2번 질문 rs = 0.47, TMI 

3번 질문 rs = 0.64)와 유사하게 중간 정도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와 이전 연구의 결과 3번 항목의 Spearman’s rank-order 

상관계수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3번 항목은 보기가 주어지는 

폐쇄형(closed-set) 응답 형식이 아닌 시각적 아날로그 스케일로 

응답자의 주관성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질문이다. Schmidt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TMI의 각 항목과 THI의 합계만을 비교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THI와의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 첫째, 

TMI 각 항목과 THI 각 항목별, 둘째, THI 하위척도(기능, 감

정, 재앙)와의 Spearman’s rank-order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TMI 각 항목이 THI의 어떤 질문과 상관성이 있는지 

분석 결과, TMI 모든 질문은 THI 1번 질문과 가장 상관성이 높

게 나왔다: TMI 1번 문항(rs = 0.493), TMI 2번 문항(rs = 0.471), 

TMI 3번 문항(rs = 0.532). THI 1번 문항(“이명 때문에 집중하

기가 어렵습니까?”)은 하위척도 중 기능척도에 해당한다. 둘째, 

TMI와 THI 하위척도와의 상관관계 결과 TMI의 모든 질문은 

THI 기능척도와 상관관계가 높고, TMI 1번 문항(rs = 0.554, p ＜ 

0.001), TMI 2번 문항(rs = 0.446, p ＜ 0.001), TMI 3번 문항(rs = 

0.509, p ＜ 0.001), 재앙척도와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THI 기능척도는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신

체적 제약을 반영하며, 재앙척도는 이명에 의한 환자의 절망감

을 반영하는 척도이다(Newman et al., 1996). 이는 TMI가 이

명에 의한 반응(감정적 고통, 집중력 저하, 자제능력 저하, 수면

방해 등)보다는 자각을 더 많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TMI의 각 질문별 통계분석만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TMI 점수 합산과 THI 점수 합산 간의 관계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THI 점수 합산은 0~100점 사이이므로 TMI 

점수합산 역시 0~100점 사이로 하기 위하여 TMI 각 질문 항

목당 점수에 가중치(weight)를 곱하여 점수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TMI 항목 3개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였다. 

TMI 내적 일관성을 Cronbach’s α로 시행하였을 때 2번 항목 

제거 시 α 값이 증가하였고 이는 2번 항목이 다른 항목들에 비

해 일관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며, THI 점수 합계가 증

가함에 따라 TMI 2번 항목 역시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

라 THI와의 오차범위가 매우 넓었다(Figure 2). 2번 항목에서 

100점을 선택한 사람은 56명으로 1, 3번에서 100점을 선택한 

사람(각 16명, 18명)에 비해 매우 많았는데 이는 응답이 과장되

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한 부분이 오염되었다는 의미이다. 따라

서 2번 항목의 가중치를 가장 작게 설정해야겠다는 예측을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질문을 수정하거나 이명에 대한 인지를 반영

하는 다른 질문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Figure 3에서 보면 연구대상자를 THI 합계 오름차순으로 재

정렬하여 THI와 TMI 증가 추세를 나타내었다. THI가 증가할

수록 TMI 3가지 항목 점수도 양적으로 모두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하는 비율이 항목마다 다르며, THI와 오차를 가장 줄일 

수 있는 TMI 항목별 가중치(weight)를 MATLAB 프로그램

(MathWorks Inc., Natick, MA, USA)을 이용해 구하였다(Fig-
ure 3). 

가중치를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x = TMI1 × a + TMI2 × b + TMI3 × c

(a, b, c = weight, 0 ≤ a, b, c ≤ 1 & a + b + c = 1)

x는 TMI의 합계이며 a, b, c는 TMI 각 항목의 가중치를 의

미한다.

TMI1, TMI2, TMI3과 x를 모두 같은 범위로 맞추기 위하여  

a, b, c 합은 1이 된다.

변수의 숫자를 줄이기 위하여 수식을 변형하면 다음과 같다.

x = TMI1 × α + y × (1 - α)

y = TMI2 × (1 - β) + TMI3 × β (0 ≤ α, β ≤ 1)

∴ x = TMI1 × α + TMI3 × (1 - α) β + TMI2 × (1 - α) (1 - β)

연구 대상자 215명의 TMI와 THI 합계 차이의 절대값을 모

두 더한 값이 δ이며, δ 값을 최소화하는 α, β 값을 Figure 4에 

동그라미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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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
215

∑
i = 1

|xi - THI_sumi|

그 결과 TMI 질문별 가중치는 1번: 0.5856, 2번: 0.0423, 3번: 

0.3721이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TMI 점수를 합산한 결과 THI와의 오차

가 가장 줄어들며 THI와의 추세선 기울기가 가장 비슷해졌다

(Figure 4). 또한 TMI 합계와 THI 합계를 Spearman’s rank-

order 상관분석하였을 때 가중치 없는 단순 평균값(rs = 0.535)

보다 가중치를 적용한 값(rs = 0.553)에서 상관계수가 약간 증

가하였다(Table 6). 이는 TMI와 THI와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여도 둘 사이의 Spearman’s rank-order 상관계수는 0.553이 

최고라는 의미이다. 

TMI와 THI의 차이점은 TMI는 이명의 자각만을 측정하며 

THI는 이명의 자각과 반응을 모두 측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THI는 응답자가 그렇다/가끔/아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지만 

TMI는 0~10점(또는 0~100점) 사이 중 정도에 따라 점수를 선

택할 수 있다. 선택지가 세분화되면서 이명을 더 자세하게 측정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명치료 전후 평가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THI의 질문 중에는 “이명 때문에 종종 짜증 

y = 0.3779x + 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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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crease trend of TMI score 
according to THI score. 215 subjects 
were reordered in ascending order of THI 
summation, and the trend of increasing 
score by TMI item was compared. THI: 
Tinnitus Handicap Inventory, TMI: Tin-
nitus Magnitude Index, TMI1: TMI No. 1 
question, TMI2: TMI No. 2 question, TMI3: 
TMI No. 3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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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bsolute errors of Tinnitus Magnitude Index summation to 
Tinnitus Handicap Inventory summation. Delta values according to 
alpha, beta values are displayed by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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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crease trend of weighted TMI summation score accord-
ing to THI score. 215 subjects were reordered in ascending order of 
THI summation, and the trend of increasing score by weighted TMI 
summation was compared. TMI: Tinnitus Magnitude Index, THI: Tin-
nitus Handicap Inventory.

Table 6.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between THI sum and 
weighted & unweighted TMI sum

TMI
Weighted sum Unweighted sum

THI sum 0.553* 0.535*
*p < 0.01. THI: Tinnitus Handicap Inventory, TMI: Tinnitus Mag-
nitude Index, sum: su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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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명 때문에 종종 피곤함을 느끼십니

까?”같이 응답하기 모호한 표현들이 있다. 개인마다 ‘종종’의 기

준이 다르며, 응답 시에도 역시 어느 정도를 ‘가끔’이라고 선택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대조적으로 TMI

의 경우 질문지에 ‘종종’, ‘몹시’와 같은 모호한 표현이 없으며 응

답도 0~100점(또는 0~10점) 사이 중 정도에 따라 수치를 선택

할 수 있으므로 훨씬 측량적이고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TMI는 이명으로 인한 반응으로부터 독립적인 이명의 자각

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고안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부분이며,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이명의 규모(magnitude)와는 상호

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Mazurek et al., 2012). TMI와 THI는 

이명을 평가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르므로 둘 사이의 상관관계

를 통계분석한 결과 중간 정도의 상관관계만 보였지만, 이는 

TMI의 경우 이명의 양을 자각하는 정도를, THI는 이명으로 

인한 장애지수를 평가한 것이기에 중도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앞의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BT와 

ALT에 의해 이명의 자각만으로도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인 불

편함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모델링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

를 통해 THI 점수가 높아질수록 TMI 점수도 양적으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TMI는 THI의 기능을 똑같이 반영하면서 

문항 수만 감소된 설문지가 아니라, THI와는 다르게 이명의 자

각만을 정량화한 새로운 측면의 설문지이다. 따라서 THI와 상

호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TMI 단독으로도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인 불편함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국어 버전 TMI를 반복검사하였을 경

우 신뢰도에 대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Schmidt et 

al.(2014)에 의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TMI는 검사-재검사 신뢰

도 결과에서 만족스러운 통계학적 의미(rs = 0.74, df = 29, p ＜ 

0.001)를 가졌다고 하였으나 한국어 버전에 대한 결과는 향후 

연구를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TMI가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상태

불안척도(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 et al., 

1970)나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et al., 

1996) 같은 심리적 설문지를 추가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면 

TMI가 다른 이명 설문지와 비교하였을 때 적은 문항으로도 이

명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증명될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하게 정립해야 할 문제는 TMI 문항의 

응답척도를 일관되게 바꾸는 것이다. 응답 범위가 1번 질문은 

0~10점, 2번 질문은 0~100점, 3번 질문은 시각적 아날로그 척

도로 대상자가 표시한 곳까지 자로 재어 mm 단위로 표시한다. 

앞으로 TMI 모든 질문의 응답 범위를 일관되게 통일하여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TMI 점수 합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TMI 점수 합계가 몇 점 이상일 때 이명치

료가 필요하며, THI 점수별 장애등급처럼 TMI 점수의 합계가 

몇 점일 때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연구가 후속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0:0 이명·설문지·이명규모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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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Korean version of Tinnitus Magnitude Index

1.   지난 한 주 동안, 이명이 얼마나 크게 들렸습니까? 가장 적절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0번: 전혀 크지 않았다, 10번: 매우 크게 들렸다).

            0          1          2          3          4          5          6          7          8          9          10

   (전혀 크지 않았다)                                                                                                (매우 크게 들렸다) 

 

2.   깨어 있는 시간 중에 이명을 인지하는 시간은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가장 적절한 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십시오 

(0%: 이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100%: 이명을 항상 인지하였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항상 인지하였다)

 

3.   지난 한 주 동안, 이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졌습니까? 해당하는 곳에 X 표시 하십시오 

(0: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100: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다).

   (전혀 심각하지 않았다)                                                                                          (매우 심각하다고 느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