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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장애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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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innitus Handicap Inventory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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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factors related to tinnitus affecting Tinnitus Handicap Inventory (THI) scores. THI, VAS 
(Visual Analog Scale), Tinnitus history questionnaire, pure-tone audiometry, tinnitogram were conducted with 201 participants who 
suffered from tinnitus. Among them, 161 subjects had hearing loss. Results indicated that the loudness of tinnitus significantly related 
to THI scores. However,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low. THI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subjects with unilateral tinnitus 
than bilateral tinnitus. However, hearing thresholds, gender, onset of tinnitus, type of tinnitus, frequency of tinnitus were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I scores.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subtests of VAS and THI scores.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suggest that objective factors related to tinnitus may not predict the degree of tinnitus discomfort and its handi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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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1)

이명은 외부의 자극 없이 귀 혹은 머릿속에서 본인만이 

느끼는 소리를 의미한다(Jastreboff & Hazell, 2004). 

미국의 이명학회(American Tinnitus Association)에 따

르면 이명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미국에 약 50만 정도 있

으며 전 세계제적으로는 250만명의 인구가 이명으로 인하

여 삶의 질이 저하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하였다

(ATA, 2011). 

일반적으로 이명은 주관적 이명과 객관적 이명으로 나

뉜다. 주관적 이명은 환자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음조이명(tonal tinnitus)이라고 하며, 귀나 청각 신경계의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청각 피질의 상위 단계를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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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경 활동과 관련이 있다(Berrios, 1991; Jastreboff 

& Hazell, 1993). 객관적인 이명은 혈관 또는 기계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귀에서 나온 소리를 타인이 들을 수 

있다. 이를 기계적 이명(mechanical tinnitus) 또는 신체

적 이명(somato sound tinnitus)이라고 한다. 

이명은 여러 종류의 소리로 나타난다. 주관적 이명은 외

부의 소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매미소리, 

바람 부는 소리, 쇠 긁는 소리, 스팀소리, TV 전원 들어올 

때 나는 소리, 종이 찢어지는 소리, 허밍소리와 같이 다양

하게 나타나며, 이 중 순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25% 정

도를 차지한다. 매우 드문 경우이지만 이와 같은 여러 종류

의 소리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Meyerhoff 

& Cooper, 1982). 이 외의 객관적 이명은 이갈이, 머리

나 목 근육의 수축, 턱 관절, 안구움직임과 같은 몸의 움직

임으로 인하여 나타나며, 이는 주관적 이명보다 더 크게 

들린다(Shore et al., 2007).

이명과 청력 손실의 관계

이명은 청력 손실 정도와는 관계없이 다양한 패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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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지만, 청력손실과 이명을 동반한 경우는 이명의 주

파수가 가장 나쁜 청력 주파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Dobie, 2004). 또한 대부분의 이명 환자는 3 kHz 이상

의 고주파수의 이명을 가지고 있다(Baguley, 2002). 초기 

메니에르 환자의 경우는 125-250 Hz의 저주파수 이명을 

갖고, 심화된 단계에서는 더 높은 주파수에서 이명이 나타

나며 강도가 커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Douek & Reid, 

1968; Vernon et al., 1980). 임상적으로 이명 환자의 청

력 손실이 이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며(McKinney et 

al., 1999), Dias & Cordeiro(2008)의 연구에서는 청력 

손실이 심한 경우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고 하였고, 

Searchfield et al.(2007)에서는 저주파수의 청력손실이 

생기는 경우 이명 환자의 불편함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Pinto et al.(2010)이 THI와 청력손실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청력 손실은 이명의 불편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청력 

손실이 이명을 유발하기만 하는 건지 아니면 이명의 불편

함의 정도에도 영향을 주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소음성 난청은 직업적인 소음과 같은 높은 강도의 소음

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다. 이명은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높은 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청각 증상 중

의 하나이다(Axelsson & Coles, 1996). 몇몇 연구에서

(Coles et al., 1990; Sindhusake et al., 2003) 청력의 

상태, 즉 개인이 받은 소음 노출 정도가 이명 출현율에 매

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Axelsson & Coles(1996)은 소음

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우 청력손실뿐만 아니라 이명과 

청각과민증(hyperacusis)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소음

의 정도가 근로자들의 이명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

고하였고, 결과적으로 소음 강도는 이명의 지속시간과 관

련이 있다고 하여(Steinmetz et al., 2009), 소음이 이명

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이명의 강도와 불편함의 관계

명의 청각적, 의학적, 심리적인 특성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가 이명의 강도이

다(McCombe et al., 2001; Tyler & Stouffer, 1989). 

이명의 강도가 커서 다른 환경음보다도 이명이 더 시끄럽

다고 말하는 경우 이명에 대한 불만도도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명 강도가 클수록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하였다(Hiller & 

Geobel, 2006). 몇몇 연구에서는(Folmer et al., 1999; 

Hallam et al., 1985; Kuk et al., 1990; Meikle et al., 

1984) 한쪽 귀의 이명 소리 강도가 괴로움(distress)과 

핸디캡의 정도에 작은 영향을 준다고 말한 반면, 이명의 

강도가 불편함을 보는 관점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도 있다(Unterrainer et al., 2003). Jastreboff & 

Hazell(1993)은 이명의 강도로 심리적인 불편함의 차이

는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Kuk et al.(1990)의 연구

에서 THQ (Tinnitus Handicap Questionnaire)로 조사

한 결과 이명의 주관적인 강도와 불편함은 높은 상관관계

를 가졌다.

이명에 관련된 기타 요인

이명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앞의 청력손실, 강도 이외

에 여러 가지가 있다. Luciara et al.(2009)에 따르면 이

명이 우측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21%, 좌측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29%, 양측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50%로 보고하였

다. 이호기 외(2004)의 조사에 의하면 이명을 느끼는 부

위가 편측 51%, 양측 35%, 머릿속 또는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경우가 14%였다. Weisz et al.(2004)은 불편함을 

심하게 느끼는 경우는 이명이 고주파수일 경우라는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이 밖에도 이명은 여러 요인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명과 발현기간과의 관계(Coelho et al., 2004), 

성별과의 관계(Davis, 1983), 나이와의 관계(Hobuss & 

Garcez, 2003; Hiller & Goebel, 2006)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모두 인구통계학적인 결과이며 Meric 

et al.(1998)은 이러한 요인과 이명으로 인한 삶의 질의 

영향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앞의 살펴본 선행연구는 '이명의 크기가 이명의 불편함

에 미치는 영향'이나 '나이, 성별, 청력손실이 이명의 불편

함 정도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이명의 불편함에 영향을 

주는 3-4가지 특성들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이명이 있는 일부 사람들의 결과와

만 일치하므로 여러 가지 이명의 특성과 불편함에 대한 관

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최근 

국내의 이명인구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

와 달리 이명의 불편함과 관련지어 더 많은 특성을 통합적

으로 확인해 보고자 이명의 주파수별 청력 손실, 이명의 

크기, 이명의 발현측, 이명 주파수, 이명 소리 종류, 이명의 

발현기간, 나이, 성별의 8가지의 면에서 객관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명 특성에 따른 발현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VAS (Visual Analog 

Scale)와 이명장애지수(THI, Tinnitus Handicap Inven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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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형태 정상 미도 경도 중도 중고도 고도 심도
대상자 수 40 52 39 33 22 9 6

Table 1. 청력의 정도 별 대상자 수(N = 201)

Figure 1. 건청인의 주파수에 따른 청력 평균 역치(N = 40) Figure 2. 난청인의 주파수에 따른 청력 평균 역치(N = 161)

나이 <10 10-20 20-30 30-40 40-50 50-60 60-70 70-80 80-90 90<
대상자 수 1 2 21 24 31 49 52 18 2 1

Table 2. 연령별 대상자 수(N = 201)

설문지를 통하여 피검자의 주관적인 이명장애지수가 이명

의 여러 특성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METHODS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이명을 문제로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청

담 소리이비인후과에 내원한 건청인 40명과 난청인 161

명, 총 20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은 9-93세로 평균 

51.0세였으며, 여성 88명과 남성 113명이었다. 모든 대상

자들은 편측 또는 양측으로 1개월 이상 이명을 가지고 있

었고, 이명장애지수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지(<Appendix 

1>, <Appendix 2> 참조)를 작성할 수 있는 경우를 대상

으로 하였다. 급성이나 만성으로 외이나 중이에 문제가 있

는 경우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6분법으로 분류한 청

력의 정도 및 연령별 대상자 수는 <Table 1>, <Table 2>

에 있고, 이 때 오차막대는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건

청인과 난청인의 주파수별 청력 정도는 각각 <Fig. 1>,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상

자들은 고주파수록 갈수록 청력 손실 정도가 증가하는 하

강형(descending type) 청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 장비

중이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iddle ear ana-

lyzer (Madsen Co., Zodiac 901)를 사용하였다. 순음청

력 및 이명도 검사는 소음수준 39 dBA 이하의 방음실에

서 Madsen 사의 청력검사기 Aurical, Orbiter902 그리고 

Itera로 시행하였으며, 자극음의 제시는 TDH-39 헤드폰

을 사용하였다.

3. 연구 방법

중이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막운동도

(tympanogram)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청력 상태

에 대해 알기 위해 순음청력 검사를 0.25, 0.5, 1, 2, 4, 8 

kHz에 대해 시행하여 주파수별 청력 역치와 청력의 정도 

및 형태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명의 주파수를 확인하기 

위해  10 dB SL에서 각 주파수 별로 순음 또는 협대역 잡

음을 제시하였고, 피검자가 자신의 이명과 같다고 말한 순

음 또는 협대역 잡음을 사용해 이명과 동일하다고 느끼는 

강도를 1 dB-step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VAS를 

통해 각 대상자들이 느끼는 이명에 대한 인지도(awareness)

와 주관적 크기(loudness)를 분석하였으며, 이명에 의해 

발생하는 괴로움의 정도(annoyance)와 이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effect on life)을 분석하였다(<Appendix 1> 

참조). 이명에 대한 인지도는 전체 활동 시간 중에서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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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느끼는 시간의 비율로 분석하였고, 나머지 항목에 대

해서는 0-10점의 점수로 분석하였다. 또한 피검자의 주관

적인 이명장애지수를 알기 위해 Newman et al.(1996)이 

제작한 THI의 번역본(이호기, 2009)으로 각각의 문항에 

대해 3가지로 대답하게 하였으며 (그렇다(4점), 가끔 그렇

다(2점), 아니다(0점)), 결과는 0~100점으로 나타나게 

된다. McCombe et al.(2001)에 따르면 이명 장애 지수

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먼저 0~16점에 속하면 1

단계 미도로 이는 조용한 환경에서만 이명이 들리는 정도, 

18~36점에 속하면 2단계 경도로 환경음에 의해서 이명이 

차폐되고, 활동하고 있으면 쉽게 잊히는 정도이다. 다음으

로 3단계 중도는 38~56점에 해당할 경우인데 이때의 이

명은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배경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지될 수 있는 정도이다. 4단계 고도는 

58~76점으로 이때는 이명이 거의 항상 들리고 수면에 방

해를 주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절충할 수 있는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5단계 심도는 78~100점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이명이 24시간 내내 들리고 수면을 방해받으며 이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는 정도이다.

4. 분석 방법 

피검자에 따른 이명의 주파수별 청력 손실, 이명의 크

기, 이명 주파수, 이명의 발현기간, 나이와 같은 객관적인 

결과와 THI 결과인 이명장애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

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시

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명이 편측 또는 양측인지에 대한 

이명의 측, 순음 또는 협대역 잡음과 같은 이명 소리의 종류, 

남여 성별과 같은 특성에 대하여 어느 쪽이 더 이명장애지수

와 관련 있는지 알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independent 

t-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VAS와 이명장애지

수와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 통계분석 프로그

램은 SPSS (version 12.0)를 사용하였다. 

RESULTS

1. 각 특성별 이명장애지수와의 관계

각 요인에 따른 이명의 발현율은 <Appendix 3>에 제

시하였다. 피검자에 따른 이명의 주파수별 청력 손실, 이명

의 크기, 이명 주파수, 이명의 발현기간, 나이와 같은 객관

적인 결과와 이명장애지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의 전반적인 

결정계수 r²= .118로 데이터 전체의 11.8%를 설명해 주

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력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 이명 크기와 이명장애지수 

피검자들의 이명 크기는 1-45 dB SL로 나타났으며, 

평균 8.66 dB SL로 대부분 10 dB SL 이하의 이명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이명 크기와 이

명장애지수의 다중회귀분석결과, B = .532, t = 2.17, p 

= .03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명이 커짐에 따

라 이명장애지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청력 역치와 이명장애지수

청력 역치의 평균은 0.5, 1, 2, 4 kHz의 네 개의 주파수 

중 1, 2 kHz에 가중치를 두는 6분법으로 구하였다: PTA6 

= (0.5 kHz + 2x1 kHz + 2x2 kHz + 4 kHz)/6. 청력 

역치와 이명장애지수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B = .246, t 

= 1.271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0.25, 

0.5 kHz의 저주파수 청력 역치 평균(low frequency 

pure tone average, LF PTA)의 분석 결과는 B = .038, 

t = 0.225이었고, 4, 8 kHz의 고주파수 청력 역치 평균

(high frequency pure tone average, HF PTA)의 분석 

결과는 B = .113, t = 1.068로 나타났으며, 두 경우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이명 주파수와 이명장애지수

이명 주파수는 0.25, 0.5, 1, 2, 4, 8 kHz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명 주파수에 따른 발현율을 확인한 결과, 저주

파수보다 고주파수 이명의 발현율이 더 높았다. 주파수와 

이명장애지수와의 다중회귀분석결과 B = .179, t = 0.290

이고, 고주파수록 갈수록 이명장애지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4) 나이에 따른 이명장애지수

본 연구의 201명 대상자중 연령대는 50-7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 51(9-93)세의 피검자

들의 나이와 이명장애지수의 다중회귀분석결과, B = -.112, 

t = -0.958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다. 

5) 이명 발현 기간에 따른 이명장애지수 

발현 기간은 1달에서 50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은 4년 9개월이었다. 1년에서 5년 사이에 74%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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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많은 발현율을 보였다. 이 중 47%로 가장 많은 발

현율을 보인 1년 이하의 그룹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나

누어 나타내었다. 1개월 단위로 나타낸 결과 발현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나타났을 때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발현 기간과 이명장애지수의 다중회귀분석

결과, B = -.016, t = -0.824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Hiller & Goebel(2006)의 연구에 따

르면 12개월 이하로 이명이 지속된 환자들의 경우 5년 정

도의 기간 동안 이명을 가진 환자들보다 이명으로 인한 불

편함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1년 

이하와 5년 이상의 두 그룹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시행하였다. 결과는 12개월 이하 그룹의 이명장

애지수 평균은 34.59점, 5년 이상 그룹의 이명장애지수 

평균은 41점으로 5년 이상 그룹이 5.41점 더 높았지만,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 이명발생 측, 성별, 소리 종류에 따른 이명장애지

수와의 관계

총 201명의 피검자에 따른 이명 발생 측, 성별, 소리 종

류에 대한 이명의 발현율에 대해 확인하였다(<Table 3>, 

<Appendix 3> 참조). 

발현율(%)

측
편측 49
양측 51

성별
여성 44
남성 56

소리 종류
순음 72

협대역잡음 28

Table 3. 이명 발생 측, 성별, 소리 종류에 대한  이명 발현율

1) 이명 발생 측에 따른 이명장애지수 

이명장애지수의 평균은 한쪽 귀일 때 43.94점, 양쪽 귀

일 때 34.06점으로 한쪽 귀일 때의 이명장애지수가 9.87

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 막대는 표준편차를 나

타낸 것이다. 두 그룹 간의 결과를 독립표본 t-test로 분

석한 결과 t(198) = 2.86, p = .005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쪽 귀에 이명이 들릴 때의 이명장애지수가 양쪽 귀에서 

이명이 들릴 때의 이명장애지수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성별에 따른 이명장애지수 

각 성별에 따른 이명장애지수를 본 결과, 여성의 평균 

이명장애지수는 39.92점, 남성의 평균 이명장애지수는 

38.14로 여성이 1.78점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오차 막

대는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결과를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t(199) = 0.50로 두 그룹 간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

구에 참여한 남성은 모두 양측 이명이 들린다고 보고하였

다. 따라서 양측 이명을 가진 여성 그룹과 다시 한 번 비교

해 보았다. 이 때 여성 그룹의 이명장애지수 평균은 

33.52, 남성 그룹은 38.14로 남성 그룹이 4.62점 더 높았

다. 하지만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간의 차이는 없었다.

3) 이명 소리 종류에 따른 이명장애지수 

이명 소리 종류가 순음일 때의 이명장애지수 평균은 

37.49점, 협대역 잡음일 때의 이명장애지수는 42.53이었

다. 따라서 협대역 잡음일 때의 이명장애지수가 5.04점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오차 범위는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

이다. 하지만 두 그룹간의 결과를 독립표본 t-test로 분석

한 결과 t(199) = -0.30로 두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Appendix 3> 참조).

3. VAS와 이명장애지수의 관계에 대한 Pearson 상관

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 결과 

본 연구에서는 VAS를 통해 이명의 인지도(Aw), 크기

(Lo), 불편함(An), 삶에 미치는 영향(EOL)과 이명장애지

수의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Table 4). 인지도(Aw)와의 관계에서는 상관계수가 r = 

.311, p = .000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낮은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Lo)에서는 상관계수 r 

= .388, p = .000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역시 낮

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편함(An)과 이명

장애지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상관계수 r = .601, p = 

.000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에 미치는 영향(EOL)과 이명

장애지수와의 상관관계에서는 상관계수 r = .603, p = 

.000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 가지 요소 모두 이명

장애지수가 커질수록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중 

불편함(An)과 삶에 미치는 영향(EOL)이 다른 두 가지 요

소보다 이명장애지수와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3)(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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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VAS의 불편함(AN) 과 이명장애지수의 상관관계 Figure 4. VAS의 삶에 미치는 영향(EOL)과 이명장애지수의 상관

관계

r p-value
Aw .311 .000
Lo .388 .000
An .601 .000
Eol .603 .000

Table 4. VAS와 이명장애지수의 pearson 상관 분석 결과

DISCUSSIONS AN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이명의 크기, 주파수별 청력 손실, 이명 

주파수, 이명의 발현 기간, 나이, 이명의 측, 성별, 이명 소

리 종류와 같은 객관적인 결과와 설문지를 통한 이명 크

기, 이명의 인지, 이명에 의한 괴로움 정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자의 주관적인 생각이 THI 결과인 이명장

애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Meyerhoff & Cooper(1982)는 80% 이상의 환자가 

이명의 크기를 20 dB SL 이하로 인지하고, 5% 이하가 

40 dB SL 보다 더 크다고 인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

구에 참여한 피검자들의 이명 크기는 1-45 dB SL 까지 

나타났으며, 93%의 피검자가 20 dB SL 이하로 인지하고, 

0.9%의 피검자는 40 dB SL 보다 더 크다고 인지하였다. 

이명의 강도와 심리적인 불편함에 대한 Jastreboff & 

Hazell(1993)의 연구 결과, 이 둘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

지 않다고 하였고, Kuk et al.(1990)의 연구에서 이명의 

주관적인 강도와 불편함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졌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Kuk et al.(1990)의 선행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B = .532으로 이명 크기와 이명 장애 지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하지만 결정계수 r²= .118로  데이

터 전체의 11.8%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설명력

은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명의 크기에 따라 이명 장

애 지수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이는 소수의 경우에만 해당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의 경우 모두 

이비인후과에 이명을 주호소로 내원하게 된 경우로 이명이 

간헐적으로 발생한 경우 지속 시간이 짧지만, 큰 이명 소

리로 인해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하

지만 이명 지속 시간은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불

편함도 적었고 결국 피검자들의 이명 장애 지수는 낮았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이명의 크기가 증가하여도 이

명장애지수가 증가하지 않는 피검자의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청력손실의 정도가 이명장애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살펴본 Dias & Cordeiro(2008) 연구에서는 청력 손실이 

심한 경우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Pinto et al.(2010)는 THI로 조사한 결과 청력 손실은 이

명의 불편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에서 6분법을 사용한 청력역치의 평균과 이명장애지수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력 손실과 이명장애지수 간 양의 

상관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Dias & Cordeiro 

(2008)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또한 

Searchfield et al.(2007)는 저주파수의 청력 손실을 가

진 경우 이명 환자의 불편함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따

라서 이명이 어느 주파수 영역 대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지 확인하기 위해 0.25, 0.5 kHz의 저주파수 청력 역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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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과 4, 8 kHz의 고주파수 청력 역치 평균에 대한 이명

장애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고, 따라서 주파수와 이명 장애 지수에 대한 

선행논문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

력 손실과 이명장애지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았기 때문에 이명에 대한 불편함과 청력손실은 관계가 없

다고 분석하였다. 

Baguley et al.(2002)은 대부분의 이명 환자가 3 kHz 

이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이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Weisz et al.(2004)은 고주파수 이명을 가진 경우에 더 

심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201명

의 피검자들의 이명 주파수 발현율을 확인한 결과, 0.25, 

0.5, 1 kHz에서는 각각 13명, 4명, 10명이었고 2, 4, 8 

kHz는 각각 31, 60, 8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Weisz et al.(2004)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명은 고주파

수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 

주파수에 따른 이명장애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명이 있는 주파수가 정상 청력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

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명이 있는 주파수가 청력손실이 있

는 경우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면, 이명이 고주

파수에서 많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주파

수의 이명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명장애지수가 저주파수 

이명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으

로 해석하였다. 

이명의 발현 기간에 대한 선행 연구인 Coelho et 

al.(2004)는 이명이 보통 1-5년 정도로 지속된다고 하였

다. 연구에 참여한 피검자들의 이명 발현 기간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50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평균 4

년 9개월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Hiller & 

Goebel(2006)의 연구에 따르면 12개월 이하로 이명이 

지속된 환자들의 경우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이명을 가진 

환자들보다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크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 발현기간과 이명장애지수와의 유

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선행 논문과 같이 12개

월 이하와 5년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를 했을 때

에는 12개월 이하 그룹의 이명장애지수 평균은 34.59점, 

5년 이상 그룹의 이명장애지수 평균은 41.00점으로 5년 

이상 그룹이 5.41점 더 높았지만, 두 그룹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발

현 기간에 따른 이명장애지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이명이 한 달 이하로 나타난 그룹과 20년 이상 

나타난 그룹의 이명장애지수를 비교했을 때, 평균이 

33.11, 33.3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그리고 한 달 이상 20년 이하로 이명이 나타난 그룹

의 평균값은 39.95로 앞선 두 그룹보다 이명장애지수가 

높았다. 따라서 이명의 지속시간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

로 오래된 경우에는 습관화 등의 이유로 이명장애지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본다.  

Jastreboff & Hazell(1993)은 이명 출현율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성인의 17%, 60세 이상 노인의 33%에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Hiller & Goebel(2006)의 

연구에서 이명은 청력 손실을 가진 노인에게서 더 많이 나

타나며, 특히 50세 이상의 노인은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더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9-93세의 

피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0-60대에 해당하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70-90대로 연령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70대 이상의 

노인의 경우 내원을 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로 추측된다. 본 연구의 결과 연령과 이명장애지수의 관계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 이유는 연령에 따라 

이명장애지수를 확인해 본 결과 <Appendix 3>에서 연령

이 증가함에 따라 이명장애지수가 점차 증가하다가 80대 

이상에서 점수가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젊은 연령

대의 피검자는 그룹마다 최소 1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있지만, 80대 이상 피검자 그룹은 3명으로 다른 그룹의 인

원보다 적을 뿐 아니라 해당 연령대의 통계를 내기에는 부

족한 숫자이다. 따라서 결과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명

장애지수가 함께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명이 발생하는 측에 대한 이호기 외(2004)의 연구에 

의하면 이명을 느끼는 방향이 한 방향일 경우 51%, 양방

향일 경우가 35%, 머릿속 또는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경

우가 14%였다. Luciara et al.(2009)는 이명의 발생 방

향이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21%, 왼쪽으로 나타나

는 경우는 29%, 양측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50%로 나타

났다. 따라서 양측과 편측 모두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편측 이명이 49.25%, 양측 이명이 

50.74%로 측별 발현율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한 선행 연구에서 행해진 측별 발현율을 알아보는 것에 더

하여, 양측과 편측에 따른 이명장애지수를 비교해 본 결과, 

양측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편측일 때의 이명장애지수가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

었다(p < .05). 이는 편측으로 들릴 때보다 양측으로 들릴 

때에 이명 소리를 더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따라서 편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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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명장애지수

가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명과 성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행한 결과 Davis 

(1983)는 여성이 남성보다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밝혀낸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이명이 

더 많이 나타남을 보였다(Folmer et al., 1999; Meikle 

et al., 1984). Meric et al.(1998)은 이명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지로 평가하였고, 나이, 성별과 이명의 불편함

은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 두 그룹간

의 통계적 차이는 없었으므로 성별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에 나온 측별 결과에서 편측이 양

측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점수를 보였던 것과 연관 지어 

성별에 따른 이명의 측을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의 경우는 

모두 양측 이명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경우 양측 

이명을 가진 그룹만을 남성과 비교해 보았다. 이 때 여성 

그룹의 이명장애지수 평균은 33.52점 남성 그룹은 38.14

점으로 남성 그룹이 4.62점 더 높았다. 하지만 두 그룹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별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호기 외(2004)에 의하면 이명을 한 가지 소리로 인

식하는 경우는 62%, 두 가지 이상의 소리로 느끼는 경우

가 38%이었으며 매미 소리 26%, 바람 소리 17%, '윙' 소

리가 17%라고 보고하였다. Meyerhoff & Cooper(1982)

은 이명 소리가 매미소리, 바람 부는 소리, 쇠 긁는 소리, 

스팀소리, TV 전원 들어올 때 나는 소리, 종이 찢어지는 

소리, 허밍(humming)소리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 

중 순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25%정도를 차지한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다른 방법으로 이명 

소리를 순음과 협대역 잡음이라는 객관적인 음을 통한 주

파수 확인으로 피검자의 이명 소리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71%나 되는 144명의 피검자는 이명 소리가 순음으로 나

타났으며 나머지 29%의 57명의 피검자는 이명 소리가 협

대역 잡음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는 소리의 특성 위주로 살펴보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순음과 협대역 잡음으로 주파수 확인이 되지 

않은 소리를 가진 피검자는 연구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가능하지 않았다. 소리 종류에 따른 이명

장애지수의 평균은 협대역 소음에서 5.04점 더 높았으나, 

피검자의 이명 소리의 종류에 따른 이명장애지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Kuk et al.(1990)의 연구에서는 이명의 주관적인 강도

와 불편함의 관계에 대해 THQ로 조사한 결과 .57의 상관

관계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명의 객

관적 특성에 따른 이명장애지수를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 

주관적 평가 도구인 VAS를 통해 피검자가 느끼는 이명의 

인지(Aw), 크기(Lo), 불편함(An), 삶에 미치는 영향

(EOL)에 대한 이명장애지수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Figueiredo et al.(2009)는 VAS와 THI간의 상관계수가 

.564로 두 개의 설문지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명도 검사를 통해 측정된 이명

의 객관적인 크기와 VAS를 통한 이명의 주관적인 크기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5). 다

음으로 VAS의 이명 강도와 이명장애지수와의 상관계수는 

.388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객관적 검사를 통해 나타난 이명의 강도가 작더라도, 피검

자가 그 소리를 크게 느낀다면 이명장애지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의 강도 외의 VAS의 인지, 불편함, 삶에 미치는 영

향과 이명장애지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지의 상

관계수는 .388으로 낮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고, 불편함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601, .603으로 비

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객관적 검사 방법보

다 피검자의 주관적인 느낌이 이명장애지수에 더 큰 영향

을 준다고 보인다.

지금까지 이명의 불편함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되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 중 이

명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리고 이명이 양측으로 들리는 것

보다 편측으로 들리는 경우 이명장애지수가 크게 나타났

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인 주파수별 청

력 손실, 이명 주파수, 이명 소리 종류, 이명의 발현기간, 

나이, 성별과 같은 객관적인 결과는 이명장애지수에 영향

을 주지 않았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이명 크기, 이

명의 인지, 이명에 의한 괴로움 정도,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피검자의 주관적인 생각은 THI를 통한 이명장애지수 

결과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이명장애지수가 객관적인 결과에 의한 면보다 

주관적 설문 방법인 VAS와의 상관관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명의 장애 정도를 객관적인 검사 결과만

으로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객관적인 검사 

결과는 이명의 재활 중 소리치료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

기 때문에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현재 이명의 상태를 체크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주관적 검사 결과는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검사 

결과를 통해 피검자의 재활 정도를 확인하는 등 각각의 분

야에 알맞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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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특성별 이명장애지수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비록 설명력이 낮기는 하

지만 이명 크기와 이명장애지수 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파수별 청력 손실, 이명 주파수, 이명

의 발현기간과 나이 등의 특성은 이명장애지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명이 발현된 측, 소리종류, 청자의 성별에 따라 

이명장애지수가 다른지를 보기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시

행한 결과, 이명이 편측으로 들릴 때가 양측으로 들릴 때

보다 이명장애지수가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특성인 이명 소리 종류, 성별에서는 특정 그룹에 대한 

이명장애지수와의 유의미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VAS와 이명장애지수와의 관계를 pearson 상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VAS의 세부 사항인 이명의 

강도, 인지, 불편함, 삶에 미치는 영향 모두 이명장애지수

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장애등급 판정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 2009-

227호)에 따르면 '이명은 언어의 구분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청력역치 검사와 이명도 검사를 같이 실시하여 

등급을 가중할 수 있다. 이명은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우나, 

2회 이상의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

응할 때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때 심한 정도의 

이명이란 객관적 검사 결과로 인한 특정 수치가 정해져 있

는 것이 아니며,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가중치

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주관적인 설문지를 포함하여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객관적 검사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이명장애지수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 결과뿐만 아니라 주

관적 설문지를 통한 결과와 좀 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이

명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 이명의 특성과 같은 객관적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설문지를 통한 주관적 결과가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단어 : 이명, 이명장애지수, 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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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innitus Handicap Inventory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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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Visual Analog Scale (V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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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3. 각 요인에 따른 발현율  

이명 측에 따른 이명 발현율

성별에 따른 이명 발현율

이명 소리 종류에 따른 이명 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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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 크기에 따른 이명 발현율

주파수에 따른 이명 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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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른 이명 발현율

발현 기간에 따른 이명 발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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