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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명(tinnitus)은 외부 자극과 무관하게 대상자가 주관적으

로 소리를 지각하는 증상을 의미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발생 기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이

명(objective tinnitus)과 발생 기전을 알 수 없는 주관적 이명

(subjective tinnitus)으로 분류할 수 있다(Jastreboff, 1990). 객

관적 이명의 경우에는 원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 약물 요법 등의 

접근법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높은 치료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Robinson et al., 2007). 하지만 주관적 이명의 경

우에는 발생 기전의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직접적인 치료에 한

계가 있으며 대부분 만성 이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이명 

소리에 따른 고통을 포함하여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등의 부

작용이 동반되어 이명 대상자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1).

주관적 이명의 치료는 주로 이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

꾸거나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재활 요법

이 고려될 수 있으며 상담(counseling)과 소리치료(sound ther-
apy)는 다양한 재활 요법 중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재활 방

법이다(Del Bo et al., 2010; Jastreboff & Hazell, 1993). 상담

은 대상자의 이명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이명으로 인한 두려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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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을 줄일 수 있으며, 이명 재활의 필요성과 과정에 대한 이

해도를 증가시켜 이명 재활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등 대

상자가 이명을 극복하도록 심리적인 지지를 위한 방법으로 주로 

적용된다(Tunkel et al., 2014). Tyler et al.(2012)은 18개월 동안 

상담만을 시행한 18명의 이명 재활군에서 이명 설문지 점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약 25%의 재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상담은 이명 재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

고 볼 수 있다. 소리치료는 다양한 접근법들이 존재하는데 보

편적으로 재활의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은 이명 소리의 차단에 

초점을 두는 차폐(masking), 이명에 대한 습관화(habituation)

를 유도하는 이명재훈련치료(Tinnitus Retraining Therapy), 이

명 소리에 과도하게 집중된 청각 체계의 재조직화(reorganiza-
tion of auditory system)를 유도하는 노치형 소리치료(notched 

sound therapy) 등이 있다(Henry et al., 2006; Lugli et al., 

2009; Tyler et al., 2012). 일반적으로 소리치료는 단독으로 적

용되기보다는 상담과 함께 시행하는데 Henry et al.(2006)은 

이명의 정도를 대상자가 느끼는 고통에 따라 세 그룹(중간 정

도 영향, 큰 영향, 매우 큰 영향)으로 구분하여 상담과 소리치료

를 병행하여 재활을 시행한 결과 세 그룹 모두 이명 설문지 점

수의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다양한 소리치료 접근법 중 차폐 방식은 대상자의 이명에 대

한 지각을 감소시키는 것을 재활의 주요 목적으로 하며 주로 백

색 소음(white noise)을 필터링한 광대역 소음(broadband noise, 

BBN)을 음원으로 사용한다(Vernon, 1977). 차폐 방식은 소리

치료 음원의 강도 설정 방식에 따라 이명 소리를 완전히 차폐

하는 방식(total masking)과 이명 소리가 간헐적으로 인지되는 

강도 수준으로 낮추어 강도를 설정하는 부분 차폐(partial 

masking)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완전 차폐 방식은 부분 

차폐보다 즉각적인 이명 소리의 차폐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보고

하고 있으며 부분 차폐는 완전 차폐 방식보다 이명의 완화(re-
lief)에 더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Hazell & Wood, 1981). 

몇몇 연구들은 이명재훈련치료 또는 노치형 소리치료가 장기적

인 관점에서 이명의 완화 효과가 차폐 방식보다 더 크다고 보고

하고 있지만, Tyler et al.(2012)은 차폐 방식의 소리치료와 이명

재훈련치료에서 사용하는 혼합점(mixing point) 수준의 소리

치료에 따른 재활 효과를 비교한 결과 두 방식 모두 유의미하

게 이명의 완화가 나타났으며 두 방식 간의 효과 차이는 유의미

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요약하면, 최근에는 이명의 완화 및 

습관화 효과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고 있으나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인 차폐 방식 또한 이명의 완화에 도움

을 줄 수 있는 재활법 가운데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이명 재활의 효과는 소리치료의 접근 방식에 따라서도 영향

을 받지만 사용하는 자극음의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편적으로는 광대역 소음 또는 협대역 소음(narrow-
band noise)처럼 백색 소음을 필터링한 소리를 음원으로 사용

하고 있지만, 장시간 청취가 요구되는 소리치료 재활에서 사용

하는 재활용 음원은 사용자가 선호하고 불편하지 않아야 한다

(Jastreboff & Jastreboff, 2006). Henry et al.(2004)은 보편적

인 선호음 중 하나인 자연음이 소음과 비교하여 이명의 완화에 

도움이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 물소리 등 다양한 자연음과 소음

을 이명 대상자에게 들려주고 소리 음원을 듣기 전과 후의 이

명으로 인한 괴로움(annoyance) 정도를 비교한 결과 소리치료 

음원을 들려주었을 때가 이명 소리만을 들었을 때보다 유의미하

게 괴로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종류의 음원 중 

자연음을 청취할 때가 소음을 청취할 때보다 괴로움이 유의미

하게 더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Henry et al.(2004)은 이

러한 결과를 자연음이 소음보다 역동적인 진폭 변화가 두드러

져 이명 소리에 대한 집중력 분산에 도움이 되며 자연음이 일

반적으로 선호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취에 거부감이 적을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Barozzi et al.(2016)은 소음 및 

자연음 모두 소리치료에서 재활 효과가 나타났으나 두 음원 간

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자

연음과 같은 선호음이 이명 재활에서 소음보다 효과적인 음원

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분 차폐 방식의 소리치료 재활에서 사용

하는 소리치료용 음원에 따른 이명 재활의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소리치료 음원은 부분 차폐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광대역 소음과 진폭의 역동성이 두드러지고 주파수별 에너지 

분포가 넓은 자연음(파도 소리 또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을 사

용하였으며, 두 소리치료 그룹 모두 상담과 병행한 재활을 시행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소리치료 음원의 특성에 따른 재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 중심 자료(evidence-based 

data)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Participants

본 연구는 1년 이상 지속된 만성 이명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

소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명 관련 재활 또는 치료

를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 청각과민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

는 대상자 및 보청기를 포함한 청각 보조기기를 사용 중인 대

상자는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대상자 선정 후에 연구 참여자의 청력과 이명 특징 

및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음청력검사, 이

명도 검사(tinnitogram) 및 이명장애지수(Tinnitus Handi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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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설문지를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광대역 소음을 사

용하는 재활 그룹(BBN group)과 자연음을 사용하는 재활 그

룹(Nature group)에 동일한 수(12명)로 무작위 할당되었다. 하

지만 3개월간의 재활 기간 동안 광대역 소음 기반 그룹에서 5

명의 대상자가 중도 포기하여 본 연구에서는 광대역 소음 그룹 

7명 및 자연음 그룹 12명의 결과값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중도 

포기한 5명의 경우에는 포기 사유를 고찰에서 제시하였다. 모든 

대상자는 실험 이전에 본 연구의 목적,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충

분한 설명을 들었고 각 참여자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고 검

사를 시행하였다.

그룹별 대상자 정보 및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 및 이명 

특징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광대역 소음 기반 재활 그룹(남자 

3명, 여자 4명)의 평균 연령은 72.4세[standard deviation (SD) = 

± 7.1]였으며 이명 재활 시작 전의 이명장애지수 설문지의 평

균 점수는 39.3% (SD = ± 11.3)였다. 본 그룹 오른쪽 귀의 경

우, 250 Hz의 평균 역치는 32.8 dB HL (SD = ± 9.9)로 나타났

으며, 500 Hz에서는 35.7 dB HL (SD = ± 10.6), 1,000 Hz에서

는 34.3 dB HL (SD = ± 10.6), 2,000 Hz에서는 41.4 dB HL 

(SD = ± 12.8), 4,000 Hz에서는 51.4 dB HL (SD = ± 21.9), 

8,000 Hz에서는 62.8 dB HL (SD = ± 18.0)로 나타났다. 왼쪽 

귀의 경우, 250 Hz의 평균 역치는 29.3 dB HL (SD = ± 12.4), 

500 Hz에서는 32.8 dB HL (SD = ± 11.1), 1,000 Hz에서는 31.4 

dB HL (SD = ± 13.4), 2,000 Hz에서는 37.8 dB HL (SD = ± 

14.7), 4,000 Hz에서는 41.4 dB HL (SD = ± 10.7), 8,000 Hz에

서는 61.4 dB HL (SD = ± 16.0)로 나타났다.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남자 7명, 여자 5명)의 평균 연령은 73.8세(SD = ± 6.7)였

으며 이명 재활 시작 전의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는 33.0% 

(SD = ± 18.4)였다. 본 그룹 오른쪽 귀의 경우, 250 Hz의 평균 

역치는 25.8 dB HL (SD = ± 12.2)로 나타났으며, 500 Hz에서

는 25 dB HL (SD = ± 10.2), 1,000 Hz에서는 30.8 dB HL (SD 

= ± 9.7), 2,000 Hz에서는 38.8 dB HL (SD = ± 16.9), 4,000 

Hz에서는 44.2 dB HL (SD = ± 19.2), 8,000 Hz에서는 46.8 

dB HL (SD = ± 16.0)로 나타났다. 왼쪽 귀의 경우, 250 Hz의 

평균 역치는 27.9 dB HL (SD = ± 9.9), 500 Hz에서는 27.9 dB 

HL (SD = ± 8.4), 1,000 Hz에서는 29.6 dB HL (SD = ± 14.7), 

2,000 Hz에서는 37.1 dB HL (SD = ± 21.3), 4,000 Hz에서는 

43.8 dB HL (SD = ± 23.3), 8,000 Hz에서는 51.8 dB HL (SD = 

± 17.8)로 나타났다. 두 그룹 간 통계적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

하여 무작위 할당 방식으로 그룹을 설정하였으나 광대역 소음 

기반 그룹에서 5명의 대상자가 중도 포기하였기에 최종 분석 

그룹 간 조건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광대역 소음 기반 

재활 그룹과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 간의 연령 분포, 초기 이명

장애지수 설문지 점수 및 청력 역치 차이 유무를 독립표본 t 검
정(independent t-test)으로 확인하였다.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두 그룹 간 연령(p = 0.717) 및 초기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
(p = 0.427)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3
분법(기도 청력 역치 500 Hz, 1,000 Hz, 2,000 Hz의 평균)에 

의거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른쪽 청력(p = 0.292), 왼쪽 청력
(p = 0.684) 모두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이명의 기간 및 이명 소리 특성에 따른 소리치료 효

과는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그룹

의 유사성 구분을 위한 요소로 분석하지 않았다(Sharma et al., 

2018).

각 그룹의 이명 특징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광대역 소음 

기반 재활 그룹의 경우, 이명이 125 Hz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인원은 1명이었으며, 250 Hz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인원은 1명, 

750 Hz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인원은 2명, 4,000 Hz와 유사하

다고 보고한 인원은 2명, 그리고 6,000 Hz와 유사하다고 보고

한 인원은 1명으로 나타났다. 이명의 소리 유형으로는 비행기 

소리(1명), ‘삐’ 소리(1명), ‘윙윙’거리는 혹은 ‘와글와글’거리는 소

리(1명), 매미 소리(1명), 기계 소리(1명), 바람 소리(1명), 그리고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retrial THI scores of 
each group

Group Male Female Age (years) Pretrial THI scores (%)
BBN n = 3 n = 4 72.4 (SD = ± 7.1) 39.3 (SD = ± 11.3)
Nature n = 7 n = 5 73.8 (SD = ± 6.7) 33.0 (SD = ± 18.4)
THI: Tinnitus Handicap Index, BBN: broadband noise, SD: stan-
dard deviation

Table 2. Pitch and sound feature of tinnitus for participants

BBN group (n = 7) Nature group (n = 12)
Pitch

125 Hz n = 1 n = 0
250 Hz n = 1 n = 2
750 Hz n = 2 n = 3

1,000 Hz n = 0 n = 0
1,500 Hz n = 0 n = 1
2,000 Hz n = 0 n = 1
4,000 Hz n = 2 n = 1
6,000 Hz n = 1 n = 4

Feature of tinnitus
Airplane sound (n = 1)

Beep (n = 1)
Buzzing (n = 1)
Cicadas (n = 1)

Machine sound (n = 1)
Wind blowing (n = 1)

Whistling (n = 1)

Beep (n = 1)
Buzzing (n = 1)
Cricket (n = 1)
Hissing (n = 1)

Machine sound (n = 1)
Ocean (n = 1)

Rustling (n = 1)
Wind blowing (n = 4)

Whistling (n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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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파람 소리(1명)로 보고하였다.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의 경우 

이명이 250 Hz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인원은 2명이었으며, 750 

Hz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인원은 3명, 1,500 Hz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인원은 1명, 2,000 Hz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인원은 1명, 

4,000 Hz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인원은 1명, 그리고 6,000 Hz

와 유사하다고 보고한 인원은 4명으로 나타났다. 이명의 소리 

유형으로는 ‘삐’ 소리(1명), ‘윙윙’거리는 혹은 ‘와글와글’거리는 

소리(1명), 귀뚜라미 소리(1명), ‘쉿’ 소리(1명), 기계 소리(1명), 바

다 소리(1명), 바스락거리는 소리(1명), 바람 소리(4명), 그리고 휘

파람 소리(1명)로 보고하였다.

Research design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광대역 소음 및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으로 나누어 부분 차폐 방식의 소리치료

를 시행하고 재활 전후의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의 변화 정

도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각 그룹의 이명 재활은 총 4회(재활 

시작 전 및 재활 시작 후 1, 2, 3개월 차)의 상담 과정을 포함하

여 3개월간의 소리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소리치료는 모든 대상

자가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권고하였다. 1회 차(재

활 시작 전)와 4회 차(재활 종료 후)에 이명장애지수 설문지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재활 시작 전의 상담은 대상자의 청력 

상태, 이명도 검사 결과 및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의 해석과 

이명의 원인 및 특징을 포함한 이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부

분 차폐 방식 소리치료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재활 시작 후의 상담은 소리치료 과정에서 발생하

는 어려움, 소리치료 음원의 강도 설정 방법 교육 및 지속적인 

소리치료 음원 청취의 중요성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소리치료 과

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포함하여 진행하

였다. 정기 상담 시기 외에도 대상자가 상담을 원할 시에는 전

화 상담을 상시 진행하였다.

부분 차폐 방식의 소리치료는 각 연구 참여자의 휴대전화에 

소리치료 음원을 저장하여 이어폰을 통해 청취하도록 하여 진

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리치료는 10,000 Hz 이상의 광범위한 

주파수 범위를 가진 광대역 음원을 소리치료 음원으로 사용하

도록 권고하고 있어(Barozzi et al., 2016; Henry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12,000 Hz의 범위로 소리치료 음원을 제작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연음은 전 주파수에 걸쳐 진폭

이 유사하게 분포하고 재생 시간에 따라 진폭 변화가 역동적인 

특성이 있는 음원을 선택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다(Henry et 

al., 2004). 광대역 소음 그룹과 자연음 그룹의 음원 간 조건을 

최대한 유사하게 설정하기 위해 백색 소음과 자연음을 12,000 

Hz 저주파수 통과 필터(low-pass filter)로 필터링하여 제작한 

음원(광대역 소음, 파도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을 사용하였

으며, 모든 음원의 샘플링 속도는 44,100 Hz의 동일한 조건으

로 설정하였다. 소리치료에 사용한 음원에 대한 예시로 광대역 

소음과 파도 소리의 주파수 특성을 Figure 1에 제시하였다. 광

대역 소음과 파도 소리 모두 상대 평균 실효값(relative root-

mean square)은 –30 dB이었다. 광대역 소음의 경우 주파수별 

진폭의 변화는 상대 평균 실효값을 기준으로 약 1.3 dB이었다. 

파도 소리의 경우에는 주파수별 진폭의 변화는 상대 평균 실효

값을 기준으로 약 10.1 dB의 편차가 나타났으나 자연음의 특성

상 주파수별 진폭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특성이며 전체 상대 평

균 실효값은 –30 dB로 광대역 소음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소리치료 음원의 강도는 연구 참여자의 휴대전화에 연결된 이

어폰을 양이로 착용하고 소리치료 음원의 강도를 완전 차폐 강

도에서 낮추면서 연구 참여자가 이명 소리와 소리치료 음원이 

동시에 인지되는 강도 중에 대상자가 선호하는 최소 레벨을 기

준으로 설정하였다(Jastreboff, 2000). 만약 연구 참여자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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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MS levels for BBN (A) and nature sound (B) as a function of frequency. RMS: relative root-mean square, BBN: broadband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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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음원의 강도가 크다고 호소하면 대상자가 불편하지 않게 

청취 가능한 레벨까지 강도를 낮추어 크기를 설정하였다(Tyler 

et al., 2012). 소리치료 음원의 청취 시간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

는 만큼 청취하되 30분 길이로 저장된 소리치료 음원의 재생이 

끝나면 30분 이상 간격을 두고 다시 재생하도록 교육하였다

(Tyler et al., 2012).

이명 재활 효과의 확인은 각 재활 그룹별 재활 전후의 이명

장애지수 설문지 점수와 효과 크기(effect size)의 변화를 기준

으로 진행하였다. 이명장애지수 설문지는 이명으로 인한 대상자

의 심리 및 기능적 영향을 포함하여 대상자가 이명으로 인해 겪

는 어려움 정도를 종합하여 평가하는 25개의 설문으로 구성되

어 있는 설문지이다(Kim et al., 2002). 설문지 점수의 총점은 

100점으로 총 점수가 높을수록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 설문지 점수 변화에 따른 재활 효과 크

기는 관련 연구들에서 보고된 결과값들을 표준화한 통계 범위

를 의미한다(Cohen, 1988). 일반적으로 효과 크기 값이 0.2 이하

일 경우에는 재활 효과의 크기가 작은(small effect) 것으로 해석

하며, 0.3에서 0.5 사이는 재활 효과의 크기가 보통(moderate 

effect)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0.8 이상은 재활 효과가 큰

(large effect)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효과 크기 값이 클수

록 재활 효과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tatistical analysis

본 연구는 각 그룹별 이명 재활 전후의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Wilcoxon 부호-서열 검정(Wil-
coxon signed-rank test)을 사용하였다. 또한, 이명 재활 전후

에 따른 재활 효과의 크기 검정을 위해 코헨의 효과 크기(Cohen’s 

d)를 사용하였다. 코헨의 효과 크기는 집단 간의 평균 차이를 

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한 값이며, 그룹 간 차이의 정도를 수

치화하여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표본 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Nahm, 2015). Wilcoxon 부호-서열 검정

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SPSS-22 (IBM Corp., Armonk, NY, 

USA)였다. 코헨의 효과 크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콜로라도

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에서 제공하는 효과 크기 계산

기(effect size calculator) 프로그램(1998년도 Lee A. Becker에 

의해 개발)을 이용하였다(https://www.uccs.edu/~lbecker/).

RESULTS

본 연구는 상담과 광대역 소음 기반 부분 차폐 방식의 소리

치료 재활 그룹과 상담과 자연음 기반 부분 차폐 방식의 소리치

료 재활 그룹으로 나누어 3개월간 이명 재활을 시행하고 재활 

시행 전후에 작성한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를 비교하여 소

리치료 음원 특성에 따른 재활 효과를 비교하였다(Figure 2). 자

연음 기반 재활 그룹의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평균 점수는 재활 

전 33.0점(SD = ± 18.40)에서 재활 후 17.08점(SD = ± 11.48)으

로 평균 15.92점(33.0~17.08)의 재활 효과를 보였고 기능(func-
tional), 감정(emotional), 재앙화(catastrophic) 범주 점수에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로 나타났다(p ＜ 0.05). 광대역 
소음 기반 재활 그룹의 경우 이명장애지수 설문지의 하위 범주

인 기능 범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p ＜ 0.05), 감정 
범주(p = 0.202) 및 재앙화 범주(p = 0.084) 점수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재활 전 

39.29점(SD = ± 11.32)에서 재활 후 30.86점(SD = ± 16.96)으

로 평균 8.43점(39.29~30.86)의 재활 효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차이였다(p = 0.061). 
Wilcoxon 부호-서열 검정은 비모수 검정으로 비교하고자 하

는 두 값의 평균값 간의 유의미한 차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정 방식이지만 유의미한 차이에 대한 효과의 크기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각 그룹의 재활에 따른 효과의 크기를 확

인하기 위하여 코헨의 효과 크기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의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의 재활 전후 변화

의 효과 크기 값은 1.03으로 큰 효과로 나타났다. 광대역 소음 

기반 재활 그룹의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의 재활 전후 변화

의 효과 크기 값은 0.58로 보통 효과로 나타났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부분 차폐 방식의 소리치료를 적용한 3개월간의 

이명 재활에서 사용되는 소리 음원(자연음 및 광대역 소음)에 

따른 이명 재활의 효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재활 효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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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은 재활 전후의 그룹별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 변화를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의 재활 

전후 설문지 점수는 평균 15.92점 감소하였으며, 광대역 소음 

기반 재활 그룹의 설문지 점수는 평균 8.43점 감소하였다. 또한, 

이명 재활의 효과 크기는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의 경우에는 

1.03으로 큰 효과로 나타났으며, 광대역 기반 재활 그룹의 경우

에는 0.58로 보통 효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이명 재활 전후에 따른 개인별 

재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연구 참여자의 재활 전후 이명

장애지수 설문지 점수를 Figure 3에 제시하였다. 광대역 소음 

기반 재활 그룹의 경우, 3개월간의 재활을 완수한 7명 중 2명은 

재활 전후의 설문지 점수가 10점 이상 감소하였고, 4명은 10점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1명의 참여자는 오히려 6점이 증가하였

다(재활 전: 54점, 재활 후: 60점).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의 경

우, 총 12명 중 7명은 재활 전후의 설문지 점수 감소 정도가 10

점 이상이었으며 3명은 10점 미만이었다. 나머지 2명의 참여자

는 재활 전후의 설문지 점수 변화가 없었다. Figure 3의 결과는 

두 그룹 모두 재활 전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의 정도가 다양한 

대상자에게서 자연음 및 광대역 소음 기반 재활 그룹 대부분에

게서 재활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활 효과의 

정도 측면에서 자연음 기반의 소리치료를 적용한 대상자가 광

대역 소음 기반의 소리치료 적용 대상자보다 더 높은 재활 효

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Henry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이명이 인지되는 상태의 대상자에게 

소음과 자연음을 들려주고 즉각적인 이명의 완화 정도를 측정

하여 자연음을 들려주었을 때 이명의 완화 효과가 더 두드러진

다고 보고하였다. 두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연음 형태의 

음원이 소음 형태의 음원보다 이명의 즉각적인 완화 및 이명 

재활에 따른 불편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 및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재활 효과의 통계

적 유의미성, 크기 효과, 그리고 개인별 이명설문지 점수 변화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적어도 소리 특성에 따라 이명 재활 효

과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리치료 전후에 시행

한 이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의 변화가 컸던 대상자 및 점수가 

재활 후에 오히려 증가한 대상자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청력 

및 이명 특성과의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의 경우 재활 전과 비교하여 재활 후에 2명의 대상자가 이

명장애지수 설문지 점수가 40점 이상 감소하였으나 다른 그룹 

내 인원들과의 특성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차폐를 활용

한 소리치료의 경우 잔여억제(residual inhibition) 반응 여부가 

재활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Vernon & Schleuning, 1978), 

점수가 크게 감소한 2명의 경우 잔여억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광대역 소

음 기반 재활 그룹의 경우 재활 전과 비교하여 오히려 점수가 6

점이 증가한 대상자가 1명이 있었지만, 해당 대상자 또한 그룹 

내 인원들과의 특성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점수가 증가한 1

명의 경우 잔여억제 반응이 나타났는데 이 또한 본 연구에 참

가한 대상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잔여억제 반응과 이명 

재활 효과 간의 선형적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광대역 소음 기반 그룹에서 총 12명의 연구 참가자 중에 5명

이 재활을 도중에 중단하였다. 중단의 이유로는 소리치료 음원

(광대역 소음)에 대한 거부감을 보고한 인원이 3명이었고, 휴대

전화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한 인원이 1명이었다. 나머지 1

명은 공개할 수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중단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명 재활 관련 연구에서 중도 중단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Tyler 

et al.(2012)은 상담 그룹, 상담과 차폐 소리치료 그룹, 이명재훈련

치료 그룹으로 나누어 18개월 동안 재활을 시행하였는데 상담 

그룹은 20명 중 2명, 상담과 차폐 소리치료 그룹은 19명 중 8명, 

그리고 이명재훈련치료 그룹은 24명 중 5명이 재활을 도중에 중

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5명의 재활 중단 대상자 중 3명이 소리치

료 음원(광대역 소음)에 대한 거부감을 이유로 재활 기간 중 중

단했지만, 자연음 기반 재활 그룹의 경우에 중단자가 없었다는 

사실은 자연음이 소음과 비교하면 소리에 대한 거부감이 다소 

적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모든 

대상자에게 광대역 소음이 자연음보다 재활 효과가 낮거나 거

부감이 크다고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대상자 수가 적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

여한 연구 참여자의 수가 다소 적었다(그룹당 7명 및 12명). 이명 

재활 관련 연구는 대상자 수의 범위가 매우 넓은 편이다. Henry 

et al.(2007)은 그룹별로 83~93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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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I scores of pre- and post-treatment for each of the two 
groups. The diagonal line indicates no THI score change between 
pre- and post-treatment. THI: Tinnitus Handicap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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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행하였고, Herraiz et al.(2005)의 경우에는 그룹별로 21~ 

68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또한, Tyler 

et al.(2012)은 그룹별로 11~19명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그룹별 인원보다 본 연구의 대

상자 수가 적었지만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적 유의

미성 비교와 더불어 효과 크기를 측정하여 제시하였다. 효과 

크기는 일반적인 통계 기법(유의미성 확인)이 비교군과의 적은 

값 차이로도 대상자 수가 증가하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한

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대상자 수와 

무관하게 평균과 표준편찻값을 가지고 재활 효과의 크기를 확

인할 수 있다(Cohen, 1988). 이명 재활 연구에서 적절한 대상자 

수를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통계적 유의미성과 더불

어 효과 크기를 함께 비교한다면 재활 효과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3개월의 

단기간 재활 효과만을 측정하여 12개월 이상의 장기적 재활에 

따른 효과를 측정하지 못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활의 효과

를 측정한 연구들은 보통 12개월 또는 18개월을 기준으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Henry et al., 2007; Tyler et al., 2012). 

따라서 향후에는 장기적인 재활 기간에 따른 재활 효과 연구가 

진행된다면 자연음 사용에 따른 소리치료의 장기적인 재활 효

과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소리치료 음원을 대

상자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청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

지만 연구 참여자가 휴대전화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불편함

을 초래할 수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사용이 편리한 인터페이스

의 어플리케이션을 적용한다면 사용의 불편함에 따른 중도 포

기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증가하는 주관적 만성 이명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소리치료법이 제안되고 그 효과들이 연구 결과로 제시되고 있

지만, 이명의 재활 효과는 방법의 차이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소리치료 음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선호

도 및 편안함을 고려한 소리치료 음원을 적용하여 이명 재활을 

진행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재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음은 소음 기반 소리치료음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상자

에게 적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심 단어0:0�이명·차폐·이명 재활·소리치료·주관적 이명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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