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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이명(tinnitus)은 외부의 특별한 소리 자극 없이 귀 또는 머리 

속에서 느끼는 이상 음감(Jastreboff & Hazell, 2004)을 말한

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이명을 한 번 이상 경험한

다. 이명 증상은 일시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라지나(Snow, 2004), 

일부의 경우 이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는다

(Axelsson & Ringdahl, 1989; Hoffman & Reed, 2004). 지속

적으로 발생하는 이명의 유병률은 이명을 평가하는 방법과 대

상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Baguley et al.(2013)은 이명의 유

병률을 10~15%로 보고하였다. 나라별 이명의 유병률 연구에서

는 미국 7.9%(Shargorodsky et al., 2010), 영국 16.2%(McCor-

mack et al., 2014), 일본 18.6%(Michikawa et al., 2010)로 나타

났다. 국내 이명 연구에서도 10.5~20.3%(Cho et al., 2010; Lee 

& Lee, 2007)의 유병률을 보고한 바 있고 이는 해마다 점점 증

가하는 추세이다(Kim et al., 2015). 

임상에서 대상자의 이명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심리음향검사

인 이명도 검사를 실시한다(Henry & Meikle, 2000). 이명도 

검사는 음량매칭을 통하여 대상자가 느끼고 있는 이명의 주파

수를 찾으며, 강도매치를 하여 이명의 크기를 찾게 된다. 그 다

음은 이 이명을 차폐하기 위한 최소강도 레벨을 찾고 10 dB SL 

수준에서 소음을 약 1분간 제시하고 대상자에게 이명 소리 크

기의 변화를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에서 어떻게 변하였는지 질

문한다. 첫째, 이명의 소리가 일시적으로 없어졌는지, 둘째, 이

명 소리의 크기가 작아졌는지, 셋째, 이명 소리의 크기가 변하

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의 소리가 커졌는지 확인

한다. 이명도 검사의 결과에 따라 임상가는 대상자가 소리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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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사용하였을 때 이명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

는 정보를 줄 수 있다. 만약 소음을 1분간 듣고 소리의 크기가 

커졌다면 이명 차폐기 등을 사용할 경우 오히려 이명을 악화시

킬 우려가 있다(Yang & Byun, 2016). 그러나 이러한 심리음향

적 이명의 측정은 검사자가 숙련되어야 하며, 측정 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다(Meikle et al., 2008). 또한 이명도 검

사의 방법은 문헌마다 병원마다 조금씩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표준화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명도의 검사 

결과는 이명을 객관화하기 위한 이유로 쓰인다(Chang et al., 

2014). 

이명은 이명 증상뿐만 아니라 이명으로 인한 고통, 스트레스, 

불안, 수면장애 등의 증세를 동반하고(Vesterager, 1994), 심리 

및 정신적 어려움, 수면, 일, 집중력 등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

을 초래하여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이명

으로 인한 고통은 이명 설문지로 평가를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임상에서 쓰이는 이명장애지수(tinnitus handicap inventory, 

THI) (Newman et al., 1996)와 이명장애설문지(tinnitus handi-

cap questionnaire, THQ) (Kuk et al., 1990)는 각각 25문항과 

15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지이며 이명으로 인한 기능적이고 감

정적인 부정적 영향과 심각성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설문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명으로 인한 문제는 삶의 

만족(Hallam et al., 1998), 우울(Newman et al., 1996), 화

(Wilson et al., 1991)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명으로 인

한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설문지가 효과적인 측정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어려움은 개인의 청각, 의학,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

내는 요인 중 하나가 이명의 강도이다(McCombe et al., 2001; 

Tyler & Conrad-Armes, 1983; Tyler & Stouffer, 1989). 지각

하는 이명강도가 크고 시끄러울수록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심하며 이는 삶의 질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Hiller & 

Geobel, 2006). 이러한 이유로 이명강도는 이명으로 인한 불편

함을 판단하는 기준(Unterrainer et al., 2003)으로 활용된다. 

Schmitdt et al.(2014)은 이명의 지각(perception)과 이명으로 인

한 심리적 고통 반응(reaction)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이

명규모지수(tinnitus magnitude index, TMI)를 개발하였다. 이

때 이명의 지각과 관련된 중요 변수 또는 예측 요인은 이명 규모

(magnitude)이며, 이명의 규모(magnitude)는 개인이 느끼는 이

명의 크기를 뜻한다. 또한 이명의 지각과 고통 반응의 인과관계

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간섭(행동)과 자가 조절(인지)의 

두 요인은 이명강도의 지각과 심리적 고통 반응 사이의 조정 변

수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이명의 지각에서 기인된 행동 및 인

지 요소는 이명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명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반응을 중재 또는 조정할 수

도 있다. TMI는 예측 요인인 이명 규모(tinnitus magnitude), 조

정 요인인 기능적 간섭과 자가 조절(interference with function-

ing and self-control), 결과 요인인 심리적 불편함(psychological 

distress)으로 구성되는 3가지 잠재요소와의 인과관계 이론을 배

경으로 한다. 이명에서 기인된 불편함(distress)에 대한 인지행동 

조정모델(cognitive-behavioral mediation model) (Schmidt et 

al., 2014)은 TMI의 기본 모형으로, 이는 통증(pain)에 대한 인

지행동 조정모델(Rudy et al., 1988; Stouffer & Tyler, 1990)과 

감각적 지각 및 환경적 외부 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적응수

준이론(adaptation level theory) (Helson, 1964)을 이명강도

의 지각과 연관시킨 이명에 대한 적응수준이론(Searchfield 

et al., 2012)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Schmidt et al.(2014)은 이명 크기(규모, magnitude)에 대한 

지각만을 예측 변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리 및 감정적 요인과 

같이 이명강도 요인 이외에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혼재 

요소를 최소화한 질문 항목으로 이명의 크기(how loud), 인지

(how aware), 심각성(how severe)으로 구성된 3가지의 기본

(prototype) TMI 항목을 개발하였다. 이는 각각 이명을 느끼는 

반응에 대하여 인지, 행동 그리고 감정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

한 항목이다. Hwang & Bahng(2018)은 Schmidt et al.(2014)의 

질문을 토대로 한국어판 TMI를 개발하였다. 이명 규모에 대한 

3가지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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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는 시간 중에 이명을 인지한 시간

은 몇 % 정도입니까?”

(“Over the past week, what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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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이명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파악하고자 하는 문항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직관적 질문을 통해 위 세 영역을 정량

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임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기존 

설문지의 경우 25개 내외의 많은 문항과 긴 설문 문장을 포함

하여 노인 또는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설문 대상자들에게 시

행이 번거로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으로 인하여 

THI는 25개의 문항 중 10개의 항목을 채택하여 발표하였으며 

높은 검사의 검사-재검사 신뢰성을 보였다(Mun et al., 2013). 

그러나 TMI의 3문항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는 여전히 10문항이

라는 많은 문항을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 이명 

설문지의 경우 이명에 대한 인지와 반응이 혼재되어 있는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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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인하여 임상가는 이명에 대한 대상자의 적절한 반응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TMI는 이러한 단점

을 극복하여 짧은 문항으로 이명의 인지에 대한 반응만을 질문

으로 구성되어 있다. TMI와 임상에서 널리 쓰고 있는 THI를 

비교한 Hwang & Bahng(2018)과 Schmidt et al.(2014)의 연구 

결과는 모두 TMI의 내적 상관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각의 THI 문항과 TMI 문항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한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어 TMI (Hwang & Bahng, 

2018)를 사용하여 한국어 TMI 설문에서 파악한 이명 규모와 

실제 이명도 검사에서 측정한 이명 크기(dB SL)와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명도 검사에서 측정한 이명 크기와 

TMI의 주관적 이명 크기와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TMI 결과

를 이명의 심리적 고통 중재 시 임상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둘째, 한국어 TMI와 이명 인지의 정량적 평가를 

위해 개발된 한국어 이명장애설문(THQ Korea, THQ-K) (Jun 

et al., 2015)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한국어 TMI 문항이 이

명 지각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이명을 주 증상으

로 서울 소재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대상자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내원 당시 이명이 들려 이명도 검사가 가능하고 

한국어 이명규모지수(TMI) 설문, 한국어 이명장애설문(THQ-

K)의 문항을 모두 대답한 10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

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85세(평균연령 만 51세)까지였다. 정상

청력은 양이 순음청력평균(250~8,000 Hz)이 20 dB HL 이내

였으며, 난청 대상자의 청력은 경도 난청부터 고도 난청까지 다

양하였다. 또한 이명이 들리는 귀는 오른쪽 30명, 왼쪽 34명, 양

이 36명이었다. 100명 대상자의 평균 순음청력검사 결과 오른

쪽은 23.3 ± 15.5 dB HL, 왼쪽은 25.9 ± 20.6 dB HL이었다. 

이명도(Tinnitogram)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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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를 이용하여 이중벽 방음실에서 이명도 검사를 시행하였

다. 먼저 순음, 협대역잡음, 백색잡음을 제시하여 검사 대상자

의 이명과 가장 일치하는 소리 종류를 검사하였고, 선택한 소

리를 사용하여 이명과 일치하는 주파수를 검사하는 음조매칭

(pitch matching)을 시행하였다. 음조매칭한 주파수에서의 소리 

강도를 1 dB 간격으로 조정하면서 이명이 들리는 동측 귀를 기

준으로 이명과 음량을 비교하며 매치시키는 음량매칭(loudness 

matching) 검사를 시행하였다. 이명과 동일한 주파수의 역치

를 기준으로 음량매치한 이명강도를 dB SL 값으로 환산하였고 

양측 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dB SL 값이 큰 쪽 귀를 기준으로 

하였다. 

설문지 검사

각각의 설문은 청각검사 전 대기실에서 응답하였다. 설문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만 설문지를 작성

하게 하였다.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검사자에게 질문하

고 답변의 표기는 직접 하도록 하였다. 

이명규모지수 

주관적 이명 규모의 파악을 위해 한국어판 TMI 설문(Hwang 

& Bahng, 2018)을 시행하였다. 총 3문항으로 구성되는 TMI 설

문의 내용과 각 문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이명은 얼마나 크게 들렸습니까?” 문항에 대한 답은 0(전

혀 크지 않았다)부터 10(매우 크게 들렸다)까지 1 단위로 커지며 

총 11개(0~10)의 숫자 중 지각되는 이명의 크기 단계를 선택하

도록 하였다. 두 번째 “지난 한 주 동안 깨어있는 시간 중에 이

명을 인지한 시간은 몇 % 정도입니까?” 문항은 0(전혀 인지하

지 않았다)부터 100(항상 인지했다)까지 10 단위로 커지는 총 

11개(0~100)의 퍼센트 단계를 이용하여, 깨어있는 시간 중 이명

을 인지하는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지난 한 주 동

안 이명이 얼마나 심각하게 느껴졌습니까?” 문항은 응답자가 이

명을 얼마나 심하게 느꼈는지 100 mm 줄 위에 해당하는 정도

를 체크하는 것으로, 점수는 0(전혀 심각하지 않았다)부터 100 

mm(매우 심각하다고 느꼈다)까지 선 위에 체크한 지점을 mm

로 측정하였다. TMI 설문의 평균 작성 시간은 2분 내외였다. 

이명장애설문 

한국어판 이명장애설문(THQ-K) (Jun et al., 2015)은 이명

으로 인한 심리적 장애 정도 파악을 목적으로 청력, 생활 습관, 

건강 및 감정 상태에 대한 이명의 잠재적 영향을 설명하는 총 

27개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며(Appendix), 각 문항은 다음 3가

지 구성요소(Factor 1-3)를 포함한다.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0점, ‘매우 그렇

다’는 100점으로, 그 중간은 설문 대상자가 느끼는 대로 주관적

으로 결정하여 숫자를 기입하도록 하였다. 각 구성요소의 점수 

계산법은 Figure 1 (Widex, 2019)과 같다.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 (IBM Corp., Armo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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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USA)을 사용하여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을 

시행하였다. 첫째, 한국어 TMI와 이명도의 음량매치검사에서 

구한 이명강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둘째, 한국어 TMI와 

THQ-K의 3개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셋째, 한

국어 TMI와 THQ-K의 27개 문항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RESULTS

한국어 TMI의 이명강도와 이명도 음량매치검사의 

이명강도와의 상관관계

이명의 음조매칭검사 결과 이명 소리의 종류는 협대역잡음

(narrowband noise) 47귀, 순음(pure tone) 82귀로 나타났으며, 

이명 주파수는 8 KHz가 34귀로 가장 많았다(Table 1). 음량매

치검사에서 나타난 이명강도의 범위는 -24 dB SL에서 30 dB 

SL이었고 평균은 4.84 ± 10.85 dB SL이었다. 양이 모두 이명

이 있을 경우 큰 값을 기준으로 하였다(Table 2). 

TMI의 3개 설문 문항 결과와 이명도 검사상 나타난 이명크

기와의 상관관계(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를 분석

한 결과, 이명 크기를 묻는 1번 질문과 이명에 대한 지각을 묻

는 2번 질문, 마지막으로 이명의 심각함을 묻는 3번 질문 모두 

이명도 검사의 음량매칭검사에서 나타난 이명강도와 유의하지 

않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이는 이명 크기, 이명 인

지, 이명의 심각함에 대한 주관적 TMI 설문 결과는 이명도 검

사상의 이명강도와 서로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한국어 TMI와 THQ-K의 하위 구성요소 간의 상관관계 

한국어 TMI와 THQ-K 설문의 3개의 하위 구성요소(Factor 

1-3)의 평균 점수는 Table 4와 같으며 Table 5는 TMI 3개 점수

와 THQ-K 3개 하위 구성요소(Factor 1-3) 점수 및 총 점수 평

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TMI의 각 항목별 점수와 THQ 3개 하위요소의 총합 평균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을 때 이명 크기에 대한 지각과 관계된 

TMI1 점수와 이명의 심각함과 관련된 TMI3 점수는 중등도의 

상관관계(TMI1; rs = 0.636, TMI2; rs = 0.669, p ＜ 0.001)를 보

였으나 이명의 지각과 관련된 TMI2 점수는 다른 두 문항에 비

해 THQ의 3 영역의 하위요소 총합의 평균과 다소 낮은 상관관

계(rs = 0.294, p ＜ 0.001)를 보였다. TMI 각 3문항의 점수와 

THQ 3개 하위 구성요소와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석한 결과 

Factor 1과 Factor 2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나, TMI2 항목을 제외한 TMI1과 TMI3은 Factor 1과 Factor 2

에서 중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정서적, 사회적, 이명의 

신체적 영향을 나타내는 THQ Factor 1과 TMI1과 TMI3 점수

는 다른 요소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TMI1; rs = 0.611, 

TMI3; rs = 0.689, p ＜ 0.001) 이명 크기와 심각함에 대한 주관

적 지각이 이명으로 인한 정서적, 사회적, 이명의 신체적 영향

과 긍정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coring 
Factors 1: Social, emotional, and behavioral tinnitus effects
  (add responses to 4, 7, 9, 11, 13, 14, 15, 16, 17, 18, 19, 23, 24, 25, 
    and 27) / 15 = ______ %
Factor 2: Tinnitus and hearing 
  (add responses to 2, 6, 10, 12, 20, 21, 22, and 26) / 8 =  _______ % 
Factor 3: Outlook on tinnitus 
  [add responses to 3, 5, (100-response to 8), and (100-response to 1)] 
    / 4 =  ________ % 

Total (Factor 1 × 15 / 27) + (Factor 2 × 8 / 27) + (Factor 3 × 4 / 27) =  ______ % 

Table 1. Tinnitus characteristics and number of ears

Tinnitus characteristics Number of ears
Type 

NBN 47
Pure tone 82

Frequency (kHz)
0.125   6
0.25   6
0.5 11
0.75   5
1 17
1.5   1
2 16
3   6
4 14
6 11
8 34
12   2

NBN: narrow band noise

Table 2. Distribution of subjective tinnitus loudness from tinnitogram

Tinnitus loudness range (dB SL) < -15 -15--10 -9--5 -4-0 0-5 6-10 11-15 16-20 21-25 ≥ 25
n 4 6 2 13 20 24 21 5 3 5

If the subject has tinnitus both sides, louder tinnitus level was selected

Table 3. Spearman’s rank-order correlation between TMI and tinni-
tus loudness 

Tinnitogram TMI1 TMI2 TMI3

Loudness of tinnitus 0.120 -0.034 -0.027
TMI: tinnitus magnitude index, TMI1: TMI 1st question, TMI2: 
TMI 2nd question, TMI3: TMI 3rd question

Figure 1. Tinnitus handicap questionnaire 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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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TMI와 THQ의 27개 문항별 상관관계

Table 6은 한국어 TMI와 THQ 27개 항목 점수 간의 상관계

수를 보여준다(rs = 0.053~0.694). TMI1과 TMI3 모두 THQ 14

번 문항(나는 이명 때문에 안정을 할 수 없다)과 가장 높은 상

관관계(TMI1; rs = 0.611, TMI3; rs = 0.694)를 보였다. TMI1과 

TMI3과의 상관관계가 중등도 이상의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THQ 질문은 14~17번 문항과 27번 문항으로 모두 정서적, 

사회적, 이명의 신체적 영향에 관한 하위요소(Factor 1)와 관련

된 항목이었다. 

DISCUSSIONS 

본 연구는 TMI가 이명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의 예측, 중재

에 활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TMI를 사용한 이명 크기, 인

지, 심각성에 대한 자가 설문 결과를 이명도 검사에서 측정한 

이명강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TMI 설문 문항과 한국어 

THQ 설문 문항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 TMI에서 측정한 이명 규모(이명 크기, 이명 인지, 이명

으로 인한 심각함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 지각은 이명도 검사

에서 측정한 이명의 심리음향적 음량 크기와 매우 낮은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설문에서 응답한 이명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심리음향적 이명 크기 간 관련성이 없으며, 주관적 이명 크기가 

크거나 작다고 해서 심리음향학적으로 측정한 이명 크기가 관련

성 있게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명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에 대한 기준과 지각은 개인 차가 있으며 

이명도 검사에서 측정한 이명의 크기(dB SL)와 이명 크기에 대

한 지각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Kuk et al.(1990)은 이

명도 검사에서의 이명 크기와 설문지로 측정한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또 다른 

몇몇 연구에서는 이명도 검사에서의 이명의 크기와 이명으로 인

한 핸디캡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다(Jastreboff & Hazell, 

2004; Nascimento et al., 2018; Ryu & Bahng, 2011)고 보고하

여 이명의 주관적 지각, 불편함과 이명도 검사상의 이명 크기와

Table 4. Average scores and SD of TMI and THQ 

Score
TMI THQ

TMI1 TMI2 TMI3 Factor 1 Factor 2 Factor 3 Total
Average ± SD 6.1 ± 2.4 71.4 ± 27.5 61.7 ± 26.3 42.1 ± 25.1 33.9 ± 24.9 41.9 ± 12.5 39.6 ± 20.5

SD: standard deviation, TMI: tinnitus magnitude index, THQ: tinnitus handicap questionnaire, TMI1: TMI 1st question, TMI2: TMI 2nd 
question, TMI3: TMI 3rd question 

Table 5. Spearman’s ranked-order correlation between each question of TMI and factors of THQ

TMI THQ F1 THQ F2 THQ F3 THQ total
TMI1 0.661† 0.574†  0.089 0.630†

TMI2 0.299† 0.256* -0.039 0.294†

TMI3 0.689† 0.584† -0.128 0.669†

*p < 0.1, †p < 0.05. TMI: tinnitus magnitude index, THQ: tinnitus handicap questionnaire, THQ F1: physical, emotional, and social conse-
quences of tinnitus, THQ F2: hearing ability of the patient, THQ F3: patients’ view of tinnitus, THQ total: THQ-summation, TMI1: TMI 
1st question, TMI2: TMI 2nd question, TMI3: TMI 3rd question

Table 6. Spearman’s ranked-order correlation between each TMI 
question and each THQ question

  THQ TMI1 TMI2 TMI3

THQ 1 0.539† 0.328† 0.669†

THQ 2 0.346† 0.112 0.415†

THQ 3 0.551† 0.208† 0.464†

THQ 4 0.446† 0.249* 0.351†

THQ 5 0.546† 0.207† 0.398†

THQ 6 0.502† 0.336† 0.392†

THQ 7 0.572† 0.271† 0.458†

THQ 8 0.397† 0.174 0.411†

THQ 9 0.458† 0.101 0.467†

THQ 10 0.479† 0.105 0.388†

THQ 11 0.483† 0.111 0.531†

THQ 12 0.299† 0.053 0.401†

THQ 13 0.396† 0.308† 0.557†

THQ 14 0.611† 0.314† 0.694†

THQ 15 0.514† 0.318† 0.682†

THQ 16 0.622† 0.226† 0.636†

THQ 17 0.587† 0.274* 0.659†

THQ 18 0.504† 0.243* 0.673†

THQ 19 0.374† 0.192 0.510†

THQ 20 0.535† 0.200 0.476†

THQ 21 0.351† 0.188 0.332†

THQ 22 0.341† 0.238* 0.491†

THQ 23 0.348† 0.196 0.338†

THQ 24 0.409† 0.228* 0.601†

THQ 25 0.074 0.262* 0.068
THQ 26 0.468† 0.268* 0.484†

THQ 27 0.504† 0.097 0.550†

*p < 0.1, †p < 0.05. TMI: tinnitus magnitude index, THQ: tinnitus 
handicap questionnaire, TMI1: TMI 1st question, TMI2: TMI 2nd 
question, TMI3: TMI 3rd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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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는 연구마다 다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둘째, TMI와 THQ-K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TMI 1번과 3번 문항인 이명 크기와 이명의 심각함과 관련된 문

항은 THQ-K의 정서적, 사회적, 이명의 신체적 영향에 관한 요

소(Factor 1) 및 청력 및 의사소통에 관한 요소(Factor 2)와 중

등도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중 특히 정서적, 사회적, 이명의 

신체적 영향에 관한 요소(Factor 1)와 관련된 문항과는 전반적

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TMI 1번과 3번 문항이 이명으로 

인한 정서, 사회, 신체적 영향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TMI와 THI (Newman et al., 1996)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선

행연구(Hwang & Bahng, 2018)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

고한 바 있다. TMI는 THI의 이명에서 기인된 기능, 감정, 재앙 3 

영역의 총합 평균점수와 중등도의 상관관계(r = 0.403~ 0.530)

를 보였으며 이 중 TMI1과 TMI3은 THI의 기능 영역과 좀 더 높

은 상관관계를 보였다(r = 0.522~ 0.562). 

이명과 관련된 설문검사의 유용성 측면에서 TMI (Schmidt 

et al., 2014)와 THQ (Kuk et al., 1990)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TMI는 이명 규모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고 THQ는 청력, 생활 

습관, 건강 및 감정 상태에 대한 이명의 잠재적 영향을 모두 측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TMI와 THQ의 응답과 점수 산

출 방법에도 차이가 있는데, THQ 응답자는 각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0점, ‘매우 그렇다’ 100점 사이의 값을 주관적으로 

결정하여 숫자를 기입하기 때문에 주관적 점수 결정 시 시간이 

소요되거나 판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비해 TMI는 

0~10점 또는 0~100점 사이의 총 11개 점수 중 하나를 선택하

거나 시각적 스케일로 제시된 0~100점 사이의 특정 지점을 표

시하도록 하여 응답자의 반응을 좀 더 편안하게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THQ-K 설문 시 문항별 점

수 표기에 대한 응답자들의 이해도가 낮아 설문 시행이 용이하

지 않았으며, 비교적 많은 THQ-K 27개 설문 문항에 대한 부담

과 점수 기입의 불편함으로 누락된 응답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

았다. 이러한 이유로 총 265명 중 100명의 결과만을 본 연구에

서는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답변 누락의 문제는 TMI 3번 설

문과 같이 시각적 스케일을 사용하여 위치를 표시하는 응답 형

태를 활용한다면 보다 유용한 설문검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각적 스케일을 이용할 경우 점수를 수치화하

기 위하여 자로 재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이명재활의 효

과를 전후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한눈으로 비교 가능하기 때

문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명에서 기인된 불편함(distress)에 대한 인지행동 조정모델

을 기반으로 개발된 TMI는 이명의 규모 지각 측정을 위한 3가

지 문항을 기반으로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스트레스와의 

상호관계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THQ-K와의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

나 구체적인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 예를 들어 이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이명으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방해, 삶의 즐거움에 

끼치는 영향 등을 알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

악하기 위해서는 THQ 혹은 THI와 같은 설문지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청기를 통한 이명 완화의 효과, 혹은 이명

재활훈련 전후의 비교 등 전반적인 이명에 관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TMI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임상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후속 연구가 더 필요하다. Meikle et al.(2008)은 적은 문항의 설

문지와 설문 구간의 척도가 적을 경우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한국어 TMI에 대한 검사-

재검사 신뢰도 연구를(Schmidt et al., 2014) 시행하여 한국어의 

TMI 설문에 대한 검증이 보완되어야 하며, TMI를 통한 이명 

규모의 지각이 이명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심리적 상태에 중점을 둔 상태불안척도

(state trait anxiety inventory) (Spielberger et al., 1970)나 벡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et al., 1996)와 같

은 설문지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TMI가 이명 규모 측정과 이명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예측하

고 조정할 수 있는 검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응답 척도와 기준 

확립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지각되는 이명의 크기와 

실질적 이명 크기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설명하는 후속 연

구가 필요하다. 

중심 단어0:0 이명·이명도·이명장애지수·이명핸디캡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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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Korean Version of Tinnitus Handicap Questionnaire

1. 나는 이명 때문에 삶을 즐길 수 없다.

2. 나의 이명은 매년 나빠진다.

3. 이명 때문에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분간하기 어렵다.

4. 이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따라갈 수가 없다.

5. 이명 때문에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한다.

6. 이명 때문에 소음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들다.

7. 이명 때문에 사회 활동이 어렵다.

8. 다른 사람들은 이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른다.

9. 이명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다.

10. 이명 때문에 가족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11. 나는 이명 때문에 기분이 우울해진다.

12. 나는 이명이 어떠한지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다.

13. 이명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14. 나는 이명 때문에 안정을 할 수 없다.

15. 나는 이명 때문에 불평이 많다.

16. 이명 때문에 밤에 잠들기가 어렵다.

17. 이명은 나를 지치게 한다.

18. 이명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19. 나는 이명 때문에 내 전반적인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한다.

20. 이명은 나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21. 나는 이명 때문에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22. 나는 이명 때문에 짜증이 난다.

23. 나는 이명 때문에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24. 나는 이명 때문에 걱정이 많다.

25. 나는 나의 이명에 대해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26. 이명에 대해서 나의 친구들은 나를 돕는다.

27. 나는 이명 때문에 자주 좌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