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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자의 이명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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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Tinnitus Handicap in Discharged Soldiers with Tinnitus

Do Yeon Kim1, Kyoo Sang Kim2 and Junghwa Bahng3

1Department of Speech Pathology and Audiology, Hallym University Graduate School, Chuncheon, Korea
2Occupational Safety & Health Research Institute, KOSHA, Incheon, Korea

3Department of Audiology, Hallym University of Graduate Studies, Seoul,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innitus in soldiers discharged from military service and to analyze the 
main cause which influences the tinnitus handicap. For the participants, 295 victims of tinnitus acquired during military service were 
included. The subjects completed a structured questionnaire to investigat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tinnitus characteristics, 
the health effects of the condition, and tinnitus handicap. Tinnitus handicap was measured by Tinnitus Handicap Inventory score. 
Univariate and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age, disease history, tinnitus 
characteristics and tinnitus handicap. Results indicated that hearing loss, otologic symptoms, the kinds, site, loudness, and health 
effect of tinnitus significantly related to tinnitus handicap. In the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hearing loss, otologic 
symptoms, and loudness of tinnitus significantly affected the tinnitus handicap. The adjusted odds ratios were as follows: 4.925 (95% 
CI, 2.710-8.949) for those who accompanied with hearing loss, and 8.738 (95% CI 1.847-41.329) for those who have severe loudness 
of tinnitus compared to mild loudness of tinnitus. As tinnitus accompanying hearing loss can effect everyday life significantly, the 
countermeasure in reducing the exposure of the noise in militar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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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1)

군 복무 중 귀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은 군의 특성에 따

라 다양하다. 군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근원은 주로 총/포, 

탱크와 같은 무기와 중장비에 의한 것으로, 소음의 종류 

및 거리에 따라 수치화하기는 어렵다. 7.5m 거리에서 단발 

사격 음압은 M16의 경우 150 dB SPL이며, 야포의 경우 

180 dB SPL이다(Ylikoski, 1994). 이는 140 dB SPL을 

초과하는 것으로 단 한 발의 사격으로도 와우의 손상에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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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영향을 미친다(Odess, 1972; Axelsson & Hamernik, 

1987; Ylikoski, 1989). 또한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 중 

18년 된 직업 군인의 경우 218,000회의 사격소음에 노출

되었을 때, 61년 동안 85 dBA의 소리에 주 40시간 동안 

노출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고하였다(Ylikoski, 1994).

군 복무 시 노출되는 충격 소음은 내이에 기계적인 손상

이나 대사 장애에 영향을 주게 되어 급성 음향외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급성 음향외상은 영구적인 청력

의 손상과 이명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김헌 외, 

1991; 정명현 외, 1985; 김규상 & 정호근, 2003; Ylikoski, 

1989; Savolainen & Lehtomaki, 1997; Temmel et al., 

1999). Ylikoski(1989)는 군 복무 시 사격으로 인해 급

성 음향외상을 경험한 361명의 핀란드 신병에 대한 연구

에서 50%는 개인화기로 사격 시 발생하고, 25%가 대전

차화기, 12%가 대포, 10%는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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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였다.

군 복무자는 충격 소음에 상시 노출되어 동일 연령의 일

반 인구집단에 비해 높은 청력역치를 보인다. 군 경력과 

관련한 청력손실의 특성은 음향외상성 난청, 초기의 고음

역(특히 6-8 kHz)의 청력손실, 좌우 청력의 불일치, 와우

와 중추청신경로에 영향을 미친 감각신경성 난청, 평균 청

력역치 평가에 따르면 초기의 경도 난청을 보이고,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군 병과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김규상 & 정호근, 2003).

이명은 외부의 음원으로부터의 자극없이 소리를 느끼는 

상태, 혹은 신체 내부에서 들리는 원하지 않는 청각적 자

극으로 이명은 난청, 현기증과 더불어 중요한 청각 증상의 

하나이다. 산업의 발달로 인한 소음 증가, 노령화 추세, 복

잡한 생활과 약물남용 등 이명의 유발인자는 증가하는 추

세에 있다. 

소음 노출 근로자의 6.6%에서 이명을 호소(Chung et 

al., 1984)하고, 소음성 난청으로 보상을 청구한 자 중 

49.8%(Mcshane et al., 1988)가 이명을 호소한다. 이명

에 대한 역학연구 결과도 소음이 이명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대략 20~40%로 추정 보

고하고 있다(Sulkowski et al., 1999). 일반적으로 군인

에서 청력손실과 함께 이명을 많이 경험함을 보고하였으며

(김헌 외, 1991; Ylikoski, 1994), 사격음 등의 강력한 소

음에 의하여 난청 이외에도 전정기능의 장해도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Ylikoski et al., 1988; Ylikoski & 

Ylikoski, 1994). 군인은 일측 방향의 소음 노출 때문에 

청력손실은 양이가 불균형하나, 이명은 대체로 양측성을 

보인다. 급성 음향외상의 결과로 대부분 청력손실과 함께 

이명을 동반하였으며, 6.2%만이 이명만을 호소하였다. 이

명은 청력손실과 더불어 급성 음향외상의 중요한 증상으로

서 보고하고 있다(Temmel et al., 1999). Ylikoski & 

Ylikoski(1994)도 청력손실과 함께 이명을 거론하고 있는

데, 32%에서 이명을 경험하고, 17%는 계속 이명이 있으

며, 이명은 청력손실이 심한 자에서 특히 대부분 나타났다. 

군인 집단에서 이명의 빈도와 지속성은 특히 경도 난청에

서 보다 중도, 심도 난청에서 더 비차비가 크게 나타났다

(Collee et al., 2011).

이 연구는 군 복무 시 충격 소음으로 인해 이명이 발생

하였다고 보고한 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첫째,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한 이명의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이

명의 특성과 이명장애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명장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1. 연구대상
2011년 6월에서 8월까지 인터넷 포털 싸이트의「군 이

명 피해자 연대」 회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자기 기입 방

식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답

한 388명은 군 복무 전후로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

였으며 설문 완성도가 높은 20대에서 60대의 성인 남성 

295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방법
1) 설문조사

설문지는 연령 ․ 결혼 ․ 학력 ․ 음주 ․ 흡연 등의 사회인

구학적 특성과 이명의 기간 ․ 발생양상 ․ 지속시간 ․ 부위 ․ 
이명소리 종류 ․ 이명 강도 ․ 이명 크기의 변화 ․ 이명 유발

요인 등의 이명 특성, 수면 방해 ․ 불편감 ․ 직업전환 ․ 삶의 

방식 변화 ․ 의학적 치료 등의 이명으로 인한 건강 영향과 

그리고 과거 질병력(고혈압 ․ 동맥경화증 ․ 뇌졸중 ․ 폐기종

/천식 ․ 류마티스질환 ․ 당뇨병 ․ 신장병 ․ 암)과 이과적 질

환력(메니에르병 ․ 이경화증 ․ 유양돌기염 ․ 미로염 ․ 진주

종), 난청(소음 환경하에서의 듣기의 어려움, 약한 소리 ․ 
높은 음 및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 듣기가 어려움)과 기타 

이과적 증상 여부(어지러움증, 이통, 이충만감) 등의 증상 

․ 질병력을 조사하였다. 또 제조업 ․ 건설업 ․ 광업 ․ 운송업 

․ 소방 등의 소음노출 직업력, 소음 ․ 스트레스 ․ 약물 ․ 머
리/목의 부상 등의 유발요인에 의해 이명이 더 크게 악화

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2) 이명장애지수(Tinnitus Handicap Inventory)

이명으로 인한 사회적, 심리적 불편감을 평가하기 위하

여 이명장애지수(Tinnitus Handicap Inventory, THI)를 

사용하였다. 기능적 측면(functional subscale), 정서적 

측면(emotional subscale), 재앙화의 측면(catastrophic 

subscale)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형

식의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전체 점수는 0-100점의 범위

로 환산된다. 점수에 따라 단계 1(정상; 0~16), 2(경도; 

18~36), 3(중도; 38~56), 4(고도; 58~76), 5(심도; 

78~100)의 다섯 단계의 척도로 구분되는 이명장애의 정

도를 배경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지될 수 있는 저 이명

장애군(단계 1-3군)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

거나 모든 활동이 어려운 고 이명장애군(단계 4-5군)을 

비교하였다. 이명장애지수는 Newman et al.(1996)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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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
이명 장애

p-value저 
N (%)

고
N (%)

연령 ≤29 70(23.7) 17(24.3) 53(75.7) .232
30~39 118(40.0) 33(28.0) 85(72.0)
40~49 67(22.7) 14(20.9) 53(79.1)
≥50 40(13.6) 5(12.5) 35(87.5)

결혼 미혼 129(43.7) 31(24.0) 98(76.0) .890
기혼 166(56.3) 38(22.9) 128(77.1)

학력 고졸 이하 73(24.7) 13(17.8) 60(82.2) .207
대졸 이상 222(75.3) 56(25.2) 166(74.8)

흡연 아니오 210(71.7) 53(25.2) 157(74.8) .359
예 83(28.3) 16(19.3) 67(80.7)

음주 아니오 114(38.6) 20(17.5) 94(82.5) .067
예 181(61.4) 49(27.1) 132(72.9)

운동 아니오 169(57.7) 39(23.1) 130(76.9) .889
예 124(42.3) 30(24.2) 94(75.8)

직업 소음 노출 아니오 188(63.7) 41(21.8) 147(78.2) .395
예 107(36.3) 28(26.2) 79(73.8)

Table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명 장애 

개발하고 Newman et al.(1998)에 의해 후속 연구로 타

당성을 입증한 이명장애지수를 김지혜 외(2002)가 한국

어로 번역하였고,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을 간편하게 평가

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명의 영향을 넓게 평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3) 분석 방법

군대에서 이명이 발생한 전역자들의 이명의 특성과 이

명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이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 구분하였다. 흡연은 현재 흡연 여부, 음

주는 안 마시는 군과 월 1회 이하 군을 비음주군으로 월 

2-3회 이상군을 음주군으로, 운동은 일주일 1회 미만을 

비운동군, 일주일 1-3회 이상군을 운동군으로 구분하였

다. 이명 유발요인, 과거 질병력, 과거 이과적 질병력 및 

기타 이과적 증상력은 각각 당해 요인의 하나라도 있는 경

우와 하나도 있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이명으로 인한 

수면방해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가끔 그렇다’와 ‘종종 

그렇다/자주 그렇다’로, 불편감은 ‘불편하지 않다/약간/보

통 불편하다’와 ‘심하게 불편하다’로, 이명 치료는 ‘치료받

은 적 없음’군과 ‘약물치료와 입원치료’군으로 분류 구분하

였다. 이명의 소리 크기는 10점 척도로 조사하여 1-4(경

도 이명강도), 5-7(중도 이명강도), 8-10점(고도 이명강

도)으로 구분하였다. 난청은 항상/거의 언제나 듣는데 어

려움이 있는 군과 종종/간혹/전혀 그렇지 않은 군으로, 기

타 이증상은 항상/대부분 있는 군과 가끔/거의 없거나/전

혀 없는 군으로 구분하였다. 중회귀 로짓분석에서 연령은 

만 40세를 기준으로 저/고 연령군으로 구분하였다.

THI 점수에 의한 저/고 이명장애군에 따라 연구 대상자

의 일반적 특성, 귀와 다른 신체 증상과 질병의 현병력 및 

과거 병력, 이명 특성, 이명으로 인한 건강영향의 차이를 

카이제곱 검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과거병력, 이과적 질환력 및 

이과적 증상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명 특성인 이명의 

부위, 종류와 크기를 보정한 상태에서 배경소음이 있는 상

황에서도 인지될 수 있는 저 이명장애군(중도 이명장애 이

하군)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거나 모든 활동

이 어려운 고 이명장애군(고도 이명장애 이상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중회귀 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

수준은 95%,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통계 분석

은 Version 18.0 SPSS 통계프로그램(SPSS Inc., USA)

을 이용하였다. 

RESULTS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거나 모든 활동이 어려운 고 이

명장애군(단계 4-5군)은 226명(77.6%)이었다. 군에서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는 군 전역자들의 인구사회학

적 요인과 이명장애와의 관련을 살펴 본 결과 이명장애지

수에 따른 저/고 이명장애군에 따른 연령, 결혼, 학력, 흡

연, 음주, 운동, 직업 소음 노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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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
이명 장애

p-value저 
N (%)

고 
N (%)

과거 질병력a 아니오 243(82.4) 58(23.9) 185(76.1) .857
예 52(17.6) 11(21.2) 41(78.8)

이과적 질병력b 아니오 271(91.9) 66(24.4) 205(75.6) .220
예 24(8.1) 3(12.5) 21(87.5)

난청1 아니오 66(22.4) 29(43.9) 37(56.1) <.001
예 229(77.6) 40(17.5) 189(82.5)

난청2 아니오 79(26.8) 38(48.1) 41(51.9) <.001
예 216(73.2) 31(14.4) 185(85.6)

난청3 아니오 131(44.4) 49(37.4) 82(62.6) <.001
예 164(55.6) 20(12.2) 144(87.8)

난청4 아니오 170(57.6) 60(35.3) 110(64.7) <.001
예 125(42.4) 9(7.2) 116(92.8)

어지러움증 아니오 264(89.5) 67(25.4) 197(74.6) .023
예 31(10.5) 2(6.5) 29(93.5)

이통 아니오 252(85.4) 67(26.6) 185(73.4) .001
예 43(14.6) 2(4.7) 41(95.3)

이충만감 아니오 235(79.7) 65(27.7) 170(72.3) <.001
예 60(20.3) 4(6.7) 56(93.3)

a; 고혈압, 동맥경화증, 뇌졸중, 폐기종/천식, 류마티스 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암
b; 메니에르병, 이경화증, 유양돌기염, 미로염, 진주종
1; 소음 환경하에서의 듣기의 어려움, 2; 약한 소리 듣기의 어려움. 3; 높은 음 듣기의 어려움, 4;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듣기가 어려움

Table 2. 연구 대상자의 이과적 질환과 증상력에 따른 이명 장애

군 전역 이명자의 과거 질병력과 이과적 질환력, 난청과 

기타 이과적 증상을 보면, 과거 질병력을 갖는 자는 52명

(17.6%), 이과적 질병력을 갖는 자는 24명(8.1%), 난청

(1. 소음 환경하에서의 듣기의 어려움, 2. 약한 소리 듣기

의 어려움, 3. 높은 음 듣기의 어려움, 4. 다른 사람의 말

을 알아 듣기 어려움)은 각각 229명(77.6%), 216명

(73.2%), 164명(55.6%), 125명(42.4%), 기타 이과적 

증상은 어지러움증 31명(10.5%), 이통 43명(14.6%), 이

충만감 60명(20.3%)이었다. 난청 유형 중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운 회화음에 대한 난청에서 비난청군은 

170명(57.6%), 이 중 110명(64.7%)이 고 이명장애군인 

반면, 난청군은 125명(42.4%)으로 이 중 116명(92.8%)

이 고 이명장애군에 포함되었다. 과거 질병력과 이과적 질

병력은 저/고 이명장애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여 주지 

않았지만, 난청(소음 환경하에서의 듣기의 어려움, 약한 

소리․높은 음 및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 듣기가 어려움)과 

기타 이과적 증상(어지러움증, 이통, 이충만감)은 저/고 이

명장애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

다. 즉, 난청군과 이과적 증상군에서 높은 고 이명장애를 

보였다(Table 2). 

이명 기간은 5년 미만 55명(18.6%), 5-9년 58명

(19.7%), 10-19년 106명(35.9%), 20년 이상 76명(25.8%) 

으로 전역 후 오랜 기간동안 이명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

명의 발생 양상은 조사 대상의 약 3/4 정도인 208명

(70.5%)이 갑자기 발생하였다. 이명 지속시간은 거의 대

부분인 275명(93.2%)이 항상 이명이 들린다고 하였으며, 

이명 부위로 양측 귀에서 이명을 느끼는 자는 179명

(60.7%)이었다. 이명 소리의 종류가 한 가지인 자는 163

명(55.8%), 두 가지 이상인 자는 129명(44.2%)로 비슷

한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이명 크기는 중등도

와 고도 이명강도로 느끼는 응답자가 각각 133명(45.5%), 

이명의 크기 변화는 이명이 처음 들리기 시작한 후보다 더 

커진 경우가 122명(41.4%), 소음․스트레스․약물․머리/목의 

부상 등의 유발요인에 의해 이명이 더 크게 악화되는 경우

가 269명(91.2%)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른 요인에 의해 

이명 소리가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이명의 특성으로 이명 

기간, 발생 양상, 지속 시간, 크기 변화, 이명의 악화 유발

요인 등은 저/고 이명장애군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지만 이명 부위, 이명 소리의 종류, 이명의 크기는 저/고 

이명장애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

명의 부위가 양측 귀이며, 이명의 소리 종류가 2가지 이상

이고, 이명의 소리 크기가 큰 경우 높은 고 이명장애를 보

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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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N (%)
이명 장애

p-value저 
N (%)

고
N (%)

이명 기간 (년) ≤4 55(18.6) 15(27.3) 40(72.7) .096
5~9 58(19.7) 14(24.1) 44(75.9)
10~19 106(35.9) 30(28.3) 76(71.7)
≥20 76(25.8) 10(13.2) 66(86.8)

이명 발생 양상 갑자기 208(70.5) 43(20.7) 165(79.3) .098
서서히 87(29.5) 26(29.9) 61(70.1)

이명의 지속성 수시간-수일 20(6.8) 7(35.0) 13(65.0) .271
계속 275(93.2) 62(22.5) 213(77.5)

이명 부위 일측 116(39.3) 35(30.2) 81(69.8) .034
양측 179(60.7) 34(19.0) 145(81.0)

이명 소리의 종류 1 163(55.8) 52(31.9) 111(68.1) <.001
≥2 129(44.2) 16(12.4) 113(87.6)

이명 크기 경도(1-4) 26(8.9) 13(50.0) 13(50.0) <.001
중등도(5-7) 133(45.5) 45(33.8) 88(66.2)
고도(8-10) 133(45.5) 11(8.3) 122(91.7)

이명의 크기 변화 변화 없음 173(58.6) 46(26.6) 127(73.4) .127
이명 크기가 커짐 122(41.4) 23(18.9) 99(81.1)

유발요인에 의한 이명 악화* 아니오 26(8.8) 4(15.4) 22(84.6) .466
예 269(91.2) 65(24.2) 204(75.8)

*; 유발요인: 소음, 스트레스, 약물, 머리/목의 부상

Table 3. 연구 대상자의 이명 특성에 따른 이명 장애

변수 구분 N (%)
이명 장애

p-value저
N (%)

고
N (%)

수면방해 아니오 150(51.0) 57(38.0) 93(62.0) <.001
예 144(49.0) 12(8.3) 132(91.7)

일상생활의 불편도 경중도 이하 124(42.0) 60(48.4) 64(51.6) <.001
심도 171(58.0) 9(5.3) 162(94.7)

직업전환 아니오 204(69.4) 59(28.9) 145(71.1) .001
예 90(30.6) 10(11.1) 80(88.9)

삶의 방식 변화 아니오 85(28.9) 47(55.3) 38(44.7) <.001
예 209(71.1) 22(10.5) 187(89.5)

이명의 치료 아니오 72(24.4) 29(40.3) 43(59.7) <.001
예 223(75.6) 40(17.9) 183(82.1)

Table 4. 연구 대상자의 이명의 건강영향에 따른 이명 장애

이명으로 인해 144명(49.0%)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심하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자는 

171명(58.0%), 이명으로 직업 전환한 자는 90명(30.6%), 

이명으로 인해 삶의 방식 변화를 느끼는 자는 209명

(71.1%), 의학적 치료를 받은 자는 223명(75.6%)이었

다. 이명으로 인해 수면방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삶의 

방식 변화, 직업 전환, 의학적 치료 여부에 따라 저/고 이

명장애군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고 이

명장애군이 이명으로 인한 건강영향(수면 방해 ․ 불편감 ․ 
직업 전환 ․ 삶의 방식 변화 ․ 의학적 치료)을 더 호소하고 

있었다(Table 4). 

또한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과 난청, 과거병력, 

이과적 질병력, 이과적 증상력과 유의한 이명 특성인 이명

의 부위, 이명 소리의 종류와 이명의 크기에 따른 저 이명

장애를 기준으로 고 이명장애의 위험을 비차비(odds ra-

tio, OR)로 구한 결과 난청(OR, 7.030; 95% CI, 

3.329-14.847), 이과적 증상력(OR, 5.010; 95% CI, 

2.073-12.109)과 이명의 부위(OR, 1.843; 95% CI, 

1.069-3.177), 이명의 소리 종류(OR, 3.309; 95% CI, 

1.782-6.141), 이명의 크기는 경도의 이명강도에 비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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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Adjusted*
OR 95% CI p- value OR 95% CI p-value

난청
  아니오 1.000 1.000
  예 7.030 3.329-14.847 <.001 4.186 1.867-9.382 <.001
이명 부위
  일측 1.000 1.000
  양측 1.843 1.069-3.177 .028 1.294 .681-2.458 .559
이명 소리 종류
  1 1.000 1.000
  ≥2 3.309 1.782-6.141 <.001 1.876 .929-3.787 .079
이명의 크기
  경도(1-4) 1.000 1.000
  중등도(5-7) 1.956 .837-4.569 .121 1.814 .712-4.620 .212
  고도(8-10) 11.091 4.139-29.722 <.001 6.774 2.283-20.098 .001
이과적 질병력1

  아니오 1.000 1.000
  예 2.254 .651-7.796 .199 0.727 .183-2.895 .727
기타 이과적 증상2

  아니오 1.000 1.000
  예 5.010 2.073-12.109 <.001 3.309 1.261-8.682 .015
연령 (세)
  <40 1.000 1.000
  ≥40 1.678 .928-3.033 .087 1.383 .692-2.763 .359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 난청, 이명 부위, 이명 소리의 종류, 이명 크기, 과거 질병력, 이과적 질병력, 이과적 증상, 연령을 보정함
1; 메니에르병, 이경화증, 유양돌기염, 미로염, 진주종
2; 어지러움증, 이통, 이충만감

Table 5. 이명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 이명강도가 11.091 (95% CI, 4.139-29.722)로 통계

적으로 유의한 비차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변수를 보정한 

상태에서 저 이명장애를 기준으로 고 이명장애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난청을 동반한 경우 고 이명장애

의 비차비는 4.186 (95% CI,　1.867-9.382), 기타 이과

적 증상군의 고 이명장애의 비차비는 3.309(95% CI, 

1.261-8.682), 이명의 크기는 경도 이명강도에 비해 고도 

이명강도를 보이는 경우 고 이명장애가 6.774(95% CI, 

2.283-20.098)의 높은 비차비를 보였다(Table 5).

DISCUSSIONS

본 연구에서는 이명이 있는 군 전역자들의 이명의 발생 

경로와 특성을 알아보고, 이명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군 복무 중 

이명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한 군 이명 피해자 연대에 소속

된 성인 남성 38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중 설문의 

완성도가 높은 295명의 데이터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개인의 입대 전 기저 역치와 현재의 청력 역치, 

그리고 이과적 질환의 확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군 

복무 중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지 않은 같은 연령대의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군 복무 시 노출된 충격 소음으로 인해 내이에 기계적인 

손상이나 대사 장애에 영향을 주어 급성 음향 외상이 발생

하고, 이로 인해 청력손실과 이명이 발생할 수 있다(김규상 

& 정호근, 2003; Ylikoski, 1989; Savolainen & Lehtomaki, 

1997; Temmel et al., 1999; 김헌 외, 1991). Temmel 

et al.(1999)은 군인은 일측 방향의 소음 노출 때문에 급

성 음향 외상의 결과로 이명을 동반하여, 이명을 청력손실

과 더불어 급성 음향외상의 중요한 증상으로 보고하였다. 

이명을 호소하는 군 전역자들의 대부분은 군 복무 중 충격 

소음에 노출되어 갑자기 이명이 발생하였으며, 난청을 동

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규상 & 정호근(2003)은 군

인의 음향 외상성 난청의 특성 중 초기에는 경도 난청을 

보이며 이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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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립된 학설과 객관적인 검사 

방법, 그리고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Hiller & Haerkotter, 

2005). 이명의 발생기전에 대하여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

았으나, 청신경이나 나선신경절 세포를 싸고 있는 얇은 수

초의 손상에 의하여 전기 신호가 인접한 신경섬유에 전달

되어 발생한다는 설, 내유모세포에서 기인한 직경이 큰 섬

유와 외유모세포에서 기인한 직경이 작은 섬유의 부조화에 

의해서 야기된다고 하는 관문조절설, 와우에서 발생하는 

분자세포학적 기전에 의한다고 하는 설, 중추신경계의 말초

병변에 대한 보상에 의한다는 설 등이 있다(Lim, 2000).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결혼, 학력, 흡연, 음주, 운

동, 직업 소음 노출은 저/고 이명장애군간에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어지러움증, 이통, 이충만감과 같은 이

과적 증상력이 있는 경우와 난청이 있는 경우, 과거 이과

적 질병력이 있는 경우는 이명장애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명은 많은 이과적 질환 즉 중

이염, 이경화증, 메니에르병, 미로염 등 다양한 병리 기전

을 통해 나타난다. 이과적 질병력으로 인해 이명이 발생하

였는지 군 소음 노출로 인한 이과적 질병이 병발하였는지 

의학적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이과적 질병력은 이명

장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명

의 동반 증상은 Reed(1960)에 의하면 자각적 동반 증상

으로 난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박철원 

외(2007)는 난청이 36%로 가장 많고, 두통(16%), 무증

상(15%), 어지러움증(11%), 불면증(9%)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으로 인해 144명(51.2%)이 수면 

방해를 받고 있으며, 성인 이명 경험자 중 5%가 수면장애

를 호소한다는 Hazell(1987)의 보고와 비교했을 때, 일반 

성인 이명 경험자에 비해 군에서 충격 소음에 노출되어 발

생한 이명 집단에서는 더 심한 수면장애 호소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김규상 & 정호근(2002)에서 소음 노출 작업

자의 수면 장애 호소율 증가와 일치한다. 분석 결과에 의

하면 소음에 노출되었을 때 이명의 크기가 증가하였는데, 

김규상 & 정호근(2002)은 전역 후 소음 노출 직종에 종

사할 때 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중 현 직업에서의 

소음 노출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한 것

과 일치하였다.

군대에서 이명이 발생하고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함에 있

어서 일상생활이 심하게 불편한 경우가 171명(58.0%), 

삶의 방식이 바뀐 자가 209명(71.1%), 이명으로 인해 직

업을 바꾼 경우는 90명(30.6%)에 이르고 있다. 이명은 

이처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불안, 우울 등 정신과

적 질환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우울증이 발생할 경우, 우종

민 외(2009)의 우울증에 걸린 노동자는 건강한 노동자보

다 2배나 많은 결근율을 보이고, 7배나 많은 생산성 손실

을 보인다는 보고처럼 생산성의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

다. 따라서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군대에서 복무 중 발생

한 이명에 대해 사회적인 접근과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이명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회귀 로짓분석 

결과 변수를 보정하지 않은 경우 난청, 이명의 부위와 소

리의 종류 및 이명의 크기, 이과적 증상력에 따라 이명장

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특성을 보

정한 결과 난청 동반 여부, 이명의 크기가 이명장애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Dias & Cordeiro(2008)은 

청력 손실이 심한 경우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이 크다고 하

였고, Pinto et al.(2010)은 이명장애지수로 조사한 결과 

청력 손실은 이명의 불편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

기 어려운 난청이 있는 경우 배경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지될 수 있는 저 이명장애군에 비해 일상생활에도 지장

을 받거나 모든 활동이 어려운 고 이명장애군의 발생 위험

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류소진 & 방정화

(2011)의 청력 역치의 평균과 이명장애지수의 관계가 유

의미하지 않다는 것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

서는 청력 역치에 대한 객관적 부분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

에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난청을 호

소하는 경우 이명장애지수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를 고려한 추후 연구를 통

해 다시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명의 크기와 관련해서는 이명장애지수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 중 이명 크기가 설명력이 낮지만 상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이명의 크기에 따라 이명장애지수는 증

가하지만, 이는 소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류소진 & 방정화, 2011). Kuk et al.(1990)은 이명

의 주관적인 강도와 불편함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명 소리의 크기는 이

명장애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또한 이명장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지만, 소리의 크기라는 

항목이 주관적인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느끼

는 소리의 민감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명을 호소하는 부위를 보면, 양측 귀가 우세하고, 한

쪽 귀의 경우에서는 좌측 귀가 우측 귀에 비해 이명의 빈

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명을 호소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좌측 귀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Keim(1970)

이 보고한 오른손잡이의 개인화기 사격 시 소음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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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 귀가 가깝기 때문에 좌측 귀에 영향이 많이 받는다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또한 군인의 음향외상은 일측 방향의 

소음 노출 때문에 청력손실은 양이가 불균형하나, 이명은 

대체로 양측성을 보인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이명의 부위

와 이명장애와의 관계를 보면, 한쪽으로 이명을 느끼는 35

명(30.2%)이 저 이명장애군에 포함된 반면에 양쪽으로 

이명을 느끼는 145명(81.0%)이 고 이명 장애군에 포함되

어 양측 귀에서 이명이 발생하면 저 이명장애에 비해 고 

이명장애의 비차비가 약 1.843배이었다. 그러나 여러 변

수를 보정하여 본 결과에서는 1.294배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이는 류소진 & 방정화(2011)의 편측일 때

의 이명장애지수가 더 크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이나, 

이명의 위치보다는 이명의 크기와 난청 동반 여부가 이명

장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

다. 충격 소음으로 인한 청력 손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연구가 되었지만 이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미

흡하였으며, 충격 소음으로 인한 이명의 방향성을 파악하

기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군 복무 시 발생한 이명의 특성과 이명장애

와의 관계, 그리고 이명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명으로 인해 전역 후 일상에서 

많은 불편감을 느끼고 직업을 전환하고 삶의 방식을 변화

시킬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일상생활에도 지

장을 받거나 모든 활동이 어려운 고 이명장애의 발생에 다

른 사람의 말을 알아 듣기가 어려운 난청과 고도 이명강도

가 주요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군에서 발생

한 이명으로 인한 영향은 전역 후 사회생활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

다. 그러나 이명장애의 평가와 이명으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치료 및 장애 보상 제도를 외국과 비교함에 있어서 

미흡하다.

전역 군인의 이명 평가에서는 호주의 경우 의사가 참여

한 이명 유무 구술 심리와 설문으로 된 삶의 질 평가를 통해 

5단계의 장애율로 판단하며, 미국의 경우 청능사(Audiologist)

가 워크시트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명 유무 구술 심리를 

실시하여 이명에 관한 진술 여부와 현재의 이명여부, 발병

일자와 환경, 발병 후 생활 환경 등 관련 진술을 통해 판정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3회 이상의 이명도 검사(Tinnitogram)

에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산출되고 하나 이상의 귀에서 

50 dB의 기도청력 손실(난청)을 동반하여야 청각장애 7

급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군 충격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과 이명이 발생한 경우 국

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

적인 보상 체계를 위해서 난청을 동반한 이명으로서의 접

근이 아니라 이명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삶의 질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소음 방지 대책과 적정한 요양 및 장애보상 기준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CONCLUSIONS

군 전역자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이명의 특성을 살

펴보고, 이명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보고자 하

였다. 군 이명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자기 기입 방식에 의해 수집된 295명을 연구대상으

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명의 특성

과 이명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명장애의 정

도를 배경소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인지될 수 있는 저 이명

장애군(단계 1-3군)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

거나 모든 활동이 어려운 고 이명장애군(단계 4-5군)을 

비교하였다. 연령, 과거병력, 이과적 질환력 및 이과적 증

상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이명 특성인 이명의 부위와 크

기를 보정한 상태에서 이명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

하여 중회귀 로짓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난청과 기타 이과적 증상, 이명 부위, 이명 소리의 종

류, 이명의 크기 및 이명으로 인한 건강영향 등이 이

명장애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2. 중회귀 로짓분석 결과 난청을 동반한 경우 저 이명장

애에 비해 고 이명장애의 비차비는 4.186배(95% 

CI,　1.867-9.382)로 높았으며, 이명의 크기는 경

도 이명강도에 비해 고도 이명강도를 보이는 경우 고 

이명장애가 6.774배(95% CI, 2.283-20.098) 높

게 나타났으며, 기타 이과적 증상이 있는 경우 저 이

명장애에 비해 고 이명장애의 비차비는 3.309배

(95% CI, 1.261-8.682) 높게 나타났다.

난청을 동반한 이명은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군에서의 소음 노출 저감을 위한 대책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단어 : 군, 난청, 소음, 이명, 이명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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