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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 6 sound 검사 사용의 적합성 

청각장애 아동이 청력 손실의 정도에 따라 청각보조장치를 

착용한 후 말소리를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청각재활에서 아동의 청력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아동의 

보장구 선택 및 조절, 의사소통 방법과 언어발달의 목표 설정 

등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동의 

말소리 지각을 검사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는데, 대부분 방음실

에서 기기를 이용하여 어휘 목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시행한다. 그러나 구조화된 검사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반응할 

수 없는 어린 아동이나, 언어 발달 지체로 어휘력이 부족한 아

동의 경우에는 이런 방식의 공식적인 말지각 검사의 시행이 불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Ling 6 sound 검사로 간단히 말소리 주

파수의 지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Ling 6 sound 검사는 6개의 말소리를 사용하여 말소리 지각

에 필요한 주파수 접근성을 파악하는 검사로, 개발자인 Daniel 

Ling의 이름을 기려 Ling 6 sound 검사라 한다(Ling, 1976, 

2002). Ling 6 sound 검사는 원래 미국 영어 사용자를 대상으

로 개발되었으나 말소리 지각과 확인 능력을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 그 쓰임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청각재

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각

재활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검사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는 문헌이 없어 전문가 개개인이 외국 자료를 참고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외국의 사례이나 영어권인 호주

의 청능사 17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전문가들이 Ling 6 

sound 검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일관되지 않고 Ling이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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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방법을 준수하는 청능사가 17%에 지나지 않아 보다 명확

하고 일관된 검사 실시 방법의 안내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은 우

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Agung et al., 2005). 따라서 본

고는 먼저 우리나라 말소리의 음향음성학적 특성을 보고한 선

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말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Ling 6 

sound 검사 사용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여러 문헌에 제시된 

Ling 6 sound의 활용 방안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Ling 6 sound는 무엇인가? 

Ling 6 sound 검사는 6개의 말소리, 3개의 모음(/a/, /i/, /u/)

과 3개의 자음(/m/, /s/, /∫/)으로 시행하는 검사이다. Ling은 

1970년 /m/ 소리를 제외한 5개의 소리로 5 sound 검사를 제안

하였으나, 이후 /m/ 소리를 목록에 추가하여 현재 널리 알려진 

Ling 6 sound 검사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Ling 6 sound 검사라

고 명명하나, 묵음을 포함하여 Ling 7 sound 검사라고 하기도 

한다(Blaiser, 2012). 묵음은 위의 6개 소리 외에 음성 산출 없

이 소리를 내는 흉내만 제시한 후 아동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

으로 아동이 소리의 유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 부재를 지각

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Ling 6 sound 검사의 6개 소리는 그 주파수가 250~8,000 Hz 

사이에 고루 걸쳐 있어 말소리의 지각과 변별에 필수적인 주파

수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Ling, 1988). Figure 1은 영어를 사용

하는 남성 성인 화자와 청자가 약 2 m 떨어진 거리에서 대화할 

때 청자가 지각할 수 있는 6개 말소리의 주파수와 강도를 보여

준다(Ling, 1988). Figure 1에서 모음이 서로 다른 주파수 범위

에 두 번 걸쳐 제시된 것은 남성 성인 화자가 산출한 각 모음의 

제1포먼트(F1)와 제2포먼트(F2)를 표시한 것이다. F1과 F2는 

성도를 통과한 소리가 구강과 비강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첫 번

째와 두 번째 공명주파수를 가리키는데, 이들은 말소리의 음색 

결정에 관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 Bae, 1987). F1과 F2

는 구개의 개방 정도와 혀의 움직임에 따라 그 값이 달라져 청

자에게 조음기관의 위치와 움직임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

서 모음을 변별하고 자모음의 전이구간에 포함된 말소리 정보

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F1과 F2가 산출되는 주파수를 모두 지

각할 수 있어야 한다(Sin, 2000). 또한 Ling 6 sound의 자음은 

특정 주파수 영역에서 고유의 산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 

주파수 영역의 소리를 감지해야 해당 소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Ling 6 sound 검사는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말소리가 

산출되는 가장 낮은 저주파수와 중주파수, 그리고 고주파수를 

대역을 대표하는 말소리로 구성되어 말소리 지각에 필요한 전 

주파수 영역을 포괄하게 된다. 

Ling 6 sound의 영어 말소리 정보

Figure 1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남성 성인 화자가 발화한 각 

모음의 F1과 F2를 살펴보면, /a/는 약 710 Hz와 1,100 Hz, /i/는 

260 Hz와 2,250 Hz, 그리고 /u/는 270 Hz와 700 Hz로, 3개 모

음의 F1은 약 260~710 Hz, F2는 약 700~2,250 Hz 사이의 저

주파수와 중주파수 영역에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음

은 조음 특성상 성대의 진동음이 구강과 비강 내에서 강화되고 

흡수됨으로써 나타나는 공명 주파수를 보인다는 점에서 모음

과 비슷하지만, 모음과는 달리 특정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가 감

소하는 반공명 주파수(antiresonance frequency)를 보여준다

(Johnson, 2011; Ohala & Ohala, 1993; Pickett, 1980). 비음 /

m/의 공명 주파수는 250~350 Hz에서(Ling, 1988), 반공명 주

파수는 1,000~1,500 Hz에서 형성되는데 반공명 주파수의 음향

신호가 약하기 때문에 250 Hz 부근의 가장 낮은 주파수 영역에

서 가장 많은 소리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Ladefoged, 1993). 이

렇듯 1,000 Hz 이하의 저주파수 영역은 분절적 소리 중 모음의 

F1과 비음 /m/의 공명주파수를 포함하는 소리 정보를 전달하

며, 그 외에 남녀의 성별, 소리의 강도와 음도 등 소리의 초분절

적인 특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Ling, 1988). 

Ling 6 sound의 자음 /∫/와 /s/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는 대표적인 소리이다. Figure 1은 자음 /∫/의 마

찰소리가 약 2,000~8,000 Hz에서 50 dB, /s/는 4,000~8,000 

Hz 사이의 고주파수 영역에서 30 dB 이상의 강도로 산출되어

야 청자가 듣고 확인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이 두 소리를 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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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Ling 6 sounds on the audiogram. Adapted from Ling. The 
AlexanderGraham Bell Association for the Deaf 2010, with permis-
sion of The AlexanderGraham Bell Association for the D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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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면 4,000 Hz 이상에서 30 dB 정도의 강도로 산출되는 말

소리를 지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비음 및 모음과 더불어 이 자

음들을 지각하고 확인할 수 있다면 250 Hz부터 8,000 Hz 사이

의 소리 정보에 접근 가능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력

도의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이는 

Ling 6 sound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1,000~4,000 Hz 영역에서 

조음 방법과 위치 정보가 전달되는 파열음(/p/, /t/, /k/)이나 유

음(/l/, /r/) 등의 소리 정보를 지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ing, 

2002).

그러므로 Ling 6 sound 검사에서 청각장애 아동이 각 말소

리를 듣고 확인할 수 있다면 모든 말소리 지각에 필요한 분절

적 정보와 초분절적 정보를 지각할 수 있는 주파수 분석능력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만약 아동이 3 m 거리에서 /m/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이는 아동이 대화와 같은 연속된 말소리의 

저주파수 정보를 적절히 듣지 못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이 경

우 저주파수에 포함되어 전달되는 음도나 억양 등의 정보 습득

에 어려움을 유발하여 비정상적인 음도를 사용하거나 아동의 

말소리가 비음화될 수 있다(Ling, 2002). 또한 만약 가까운 거

리에서도 /s/나 /∫/ 소리에 반응이 없다면 같은 주파수 대역에

서 정보가 전달되는 유사한 자음을 정확히 듣지 못할 수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Ling 6 sound의 우리말 말소리 정보

음성학 및 언어병리학, 청각학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우리

말 단모음 주파수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Ling 6의 모음

과 대응되는 한국어 모음 /a/, /i/, /u/의 F1과 F2는 대체로 영어

의 모음과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70대 남성 

922명을 대상으로 단모음의 연령 및 성별의 차이를 연구한 Kim 

et al.(2013)는 남성 화자가 단독으로 산출한 모음의 F1, F2 평

균은 /a/의 경우, 각각 668 Hz, 1,108 Hz, /i/는 303 Hz, 2,153 

Hz, /u/는 408 Hz, 1,060 Hz라고 보고하였고, 단모음이 아닌 

연결발화에서 20대 성인 남성 10명이 산출한 모음의 주파수 특

성을 분석한 Lee et al.(2005)은 /a/의 F1과 F2는 651 Hz, 1,156 

Hz, /i/는 236 Hz, 2,183 Hz, /u/는 324 Hz, 595 Hz로 보고하

고 있다. 모음이 산출된 언어적 맥락과 대상자의 연령 및 지역 

분포 등의 차이로 인해 두 연구에서 /a/를 제외한 /i/와 /u/ 모

음의 F1과 F2의 값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i/

와 /u/의 F1은 230~408 Hz, /u/의 F2는 595~1,060 Hz 사이의 

저주파수 영역에서, /i/의 F2는 2,000 Hz 이상의 고주파수 영역

에서 산출된다는 점에서 Ling 6에 사용된 영어 모음과 유사한 

주파수 분포를 보인다. 

모음에 비해 자음의 주파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 

한국어의 비음 /m/은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어 내 위치에 

관계 없이 240~250 Hz 부근에서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진 공명

주파수가 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3; 

Lee et al., 2005; Sin, 2000). Ling 6 sound의 /∫/ 소리는 우리

말에서는 ‘ㅅ’이 ‘위’ 등의 이중모음과 결합할 때 나타나는 소리

와 가까운데, 이때 ‘ㅅ’ 소리는 약 3,500~6,000 Hz 사이에서 가

장 많은 마찰 에너지를 산출한다(Kim et al., 2010). 비슷한 조

음 방법을 사용하는 자음들은 음향학적으로 비슷한 주파수 대

역에서 에너지를 산출하는데, 우리말에서 파열과 마찰을 동시

에 사용하는 /ㅊ/, /ㅉ/ 등의 파찰음은 3,500~5,500 Hz에 걸친 

고주파수 대역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Jeong, 2007; Lee et al., 2005), /∫/를 확인할 수 있다면 같은 

주파수 대역에서 큰 에너지가 산출되는 파찰음 또한 지각할 수 

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Ling 6 sound의 /s/ 소리는 우리말에

서 단모음과 결합되어 발음되는 ‘ㅅ’ 소리로 살펴볼 수 있다. 우

리말 소리의 /s/는 자음 중 가장 높은 4,000~8,000 Hz의 주파

수 범위에서 산출되며(Kim et al., 2010), 평음 /s/(ㅅ)는 약 6,200 

Hz에서, 경음 /s*/(ㅆ)는 6,600 Hz에서 가장 강한 마찰 소음이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et al., 2000; Lee et al., 2005). 

위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말의 모음 /a/, /i/, /u/와 자

음 /m/, /∫/, /s/도 영어와 마찬가지로 대략 250~8,000 Hz 사이

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변별 및 확인이 가능하여 저주파수

에서 고주파수에 이르는 전 주파수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순음과 치조음, 경구개음의 로커스 주파수(locus 

frequency)가 각각 1,000 Hz, 2,000 Hz, 3,000 Hz 내외에 위치

하고(Sin, 2000), 우리말 모음 환경에 따라 양순파열음은 1,000~ 

2,500 Hz, 치조파열음은 3,800~4,800 Hz, 연구개파열음은 

650~3,300 Hz의 주파수 범위에서 파열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Lee et al., 2005), 우리말에서도 Ling 6 sound

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사이 주파수 영역에서 전달되는 

소리 정보를 지각, 변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Figure 2는 우리말 소리를 사용했을 때 Ling 6 sound의 각 소

리가 위치하는 주파수 영역을 보여준다. 우리말 소리의 기본 구

조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한 음절구조이지만, Ling 6 sound 검

사의 소리는 자음이나 모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

에, 음절구조로 표기된 글자로 인한 혼동을 막고자 Ling 6 

sound 검사음의 음소를 한글이 아닌 국제음성기호로 표기하

였다. 일반적으로 모음 /a/가 가장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자

음 /s/의 에너지가 가장 작지만, 소리의 강도는 화자와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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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 6 sound 검사의 활용방안

Ling 6 sound 검사의 목표 및 실시 방법

Ling은 그의 저서 “Foundations of spoken language for 

hearing impaired children”에서 Ling 6 sound를 이용해 소리

의 감지(지각)와 확인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Ling, 1988). 듣기 기술은 그 위계에 따라 소리의 감지(지각), 

변별, 확인, 이해의 4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Erber, 1982), 

소리 감지는 소리의 유무를 인식하는 단계로 모든 듣기 기술의 

출발점이 된다(Tye-Murray & Clark, 1998). 소리 변별은 감지

한 소리의 같고 다름을 인지하는 단계이고, 소리 확인은 들은 

소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거나 가리킬 수 있는 단계를 가리킨다. 

따라서 소리의 감지와 확인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은 Ling 

6 sound의 말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지, 혹은 들은 말소리가 무

엇인지를 알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어리거나, 언어습득 이전에 청각

재활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라면 소리 감지가 Ling 6 sound 검

사의 목표가 된다. 소리 감지에 대한 반응은 아동의 연령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는데, 6개월경의 어린 아동이라 하더라도 소리

를 들으면 하던 행동을 멈추거나,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큰 아동들은 소리를 들었을 

때 박수치기, 손 들기, 고리 끼우기, 장난감 통에 넣기, 퍼즐 맞

추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구조화된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다(Kim, 2014). 

만약 아동이 말소리를 이해할 수 있거나 따라 말할 수 있으

면 소리 확인이 검사의 목표가 된다. 아동의 발달 여부에 따라 

장난감이나 그림카드를 이용해 Ling 6 sound의 각 소리를 들

려주고 들은 소리에 해당하는 사물을 고르도록 하거나, 들은 

소리를 따라 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검사한다. 만약 아동이 글

자를 안다면 그림 대신 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를 고르게 할 수

도 있다. 

Ling 6 sound 검사는 말소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장비

가 필요하지 않고 검사 방법이 비교적 용이하여, 전문가와 함께 

검사 방법을 숙지한다면 청능사와 언어재활사뿐 아니라 교사

나 아동의 부모 등 누구나 빠르고 간단하게 실시할 수 있다. 

Ling 6 sound 검사의 기본적인 실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TV, 에어컨, 선풍기, 공기 정화기, 가습기 등 생활 속에서 

소음을 만드는 장치는 모두 전원을 끄고 조용한 환경을 조성

한다. 

2) Ling 6 sound와 함께 사용하는 장난감이나 카드를 준비

하여 아동 앞에 놓는다. 아동이 따라 말할 수 있고, 검사를 실

시하는 동안 잘 협조할 수 있다면 장난감은 준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검사자는 아동으로부터 약 0.3~1 m 되는 거리에, 아동의 

옆이나 뒤에 위치한다. 아동의 앞에 위치할 때는 아동이 검사

자의 입을 보지 못하도록 손, 종이, 가림막 등으로 입을 가린다. 

이때 입을 가리는 물체로 인해 소리의 성질이 왜곡되지 않도록 

입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4) 검사자는 Ling 6 sound 중 하나의 소리를 산출한다. /s/, 

/∫/ 소리에서는 조음 시 산출되는 마찰 소음이 검사의 목표음이

므로, 소리를 산출할 때 /스/나 /쉬/처럼 모음을 결합하지 말고 

/s/와 /∫/의 마찰 소음만 산출해야 한다. 또한 소리는 평소 대화

할 때와 같은 크기로 제시하고, 너무 크거나 작은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소리에 대한 아동의 반응을 기록한다. 

6) 아동이 소리를 감지하거나 확인하는 등 적절하게 반응했

다면 미소나 환호, 칭찬 등 아동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충분히 

보상해 준다. 

7) 아동이 예측하지 못하도록 Ling 6 sound의 순서를 무작

위로 제시하고, 소리와 소리 사이의 간격은 일관되지 않도록 한

다. 간혹 묵음을 제시하여 소리의 유무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확인한다. 

Ling 6 sound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자가 되도록 아동의 시

야 밖에 위치하는 것은 입모양뿐 아니라 몸의 움직임도 검사자

가 소리를 산출함을 알리는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

이 아직 검사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검사자 외에 다른 가족이나 

전문가가 아동과 함께 활동하며 소리 반응을 유도하거나 시범

을 보여서 검사 시행 전 아동이 과제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이렇

게 소리에 반응하는 연습은 아동이 청력검사실에서 검사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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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frequency ranges of the Ling 6 sounds in Korean on 
the audi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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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는 것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Yoshinaga-

Itano, 2000). 또한 Ling 6 sound와 함께 묵음에 반응하는 연

습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아동이 소리가 안 들렸음을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아동이 검사에 익숙하지 않아 

연습이 필요한 시기에는 양이의 청각보조장치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연습 및 검사를 진행하며, 아동이 검사에 익숙해지고 

잘 반응하면 양쪽 귀를 번갈아 한 쪽 보장구를 빼고 검사하여 

각 귀의 수행 정도를 확인한다. 

Ling 6 sound 검사에서 각 소리와 연결하여 장난감이나 카

드로 제시하는 사물은 그 이름이나 활동을 나타내는 소리가 

Ling 6 sound 중 하나로 시작되는 것을 사용한다. Figure 3은 

영어에서 Ling 6 sound와 함께 주로 사용되는 어휘의 대표적

인 예를 보여준다. 선택한 어휘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해당 

소리로 시작하는 명사나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의 어휘들은 영어권의 Ling 6 sound 연습 및 검사

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m/, /s/, /∫/ 소리에 해당하는 소

리는 언어와 문화에 관계없이 우리말 소리에도 적용 가능하지

만, /a/, /i/, /u/에 해당하는 소리는 영어의 어휘와 의성어 등을 

대표하고 있어 우리 말과 문화에 맞는 어휘로 대체하여 사용해

야 한다. Figure 3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의 어휘 수준에 

적합하고 해당 소리와 어울리면 무엇이든 Ling 6 sound와 연결

된 어휘로 사용할 수 있는데, 어린 아동들의 경우 아동의 어휘 

및 인지 수준에 맞는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 소리에 대한 아동

의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Figure 4는 영유

아 아동들을 대상으로 Ling 6 sound의 각 소리와 짝을 이룰 

수 있는 사물과 활동의 예로, 현재 개발중인 ‘한국 영유아 청각

재활(Korean Aural Rehabilitation for Infants, KARI)’ 프로

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KARI는 어린 아동들의 자

연스러운 듣기 및 말하기 환경을 청각재활에 활용하는 것에 초

Ling 6 sound Advanced Bionics Cochlear MED-EL

/a/

/i/

/u/

/m/

/s/

/∫/Figure 3. The picture examples of the 
Ling 6 sound tests in English. Adapted 
from www.advancedbionics.com of Ad-
vanced Bionics, www.cochlear.com, of 
cochlear, www.medel.com of ME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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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추고 있는데, 예를 들어 /a/ 소리에 아이스크림이나 음

식을 먹는 흉내를 내며 /아-/라고 말하거나, /a/ 소리와 ‘아이스

크림’이라는 단어를 연결하여 놀이활동을 한다. 또 /a/ 모음으로 

시작하는 ‘빵빵’이나 ‘아빠’를 /a/ 소리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i/ 소리는 ‘위이잉’(비행기), ‘치카치카’(칫솔), ‘입’(입술), ‘끼끼’(원

숭이), ‘찍찍’(쥐), /u/ 소리는 ‘우유,’ ‘눈’ 또는 ‘주세요’, /m/ 소리

에는 ‘음메’(송아지)나 ‘멍멍’(강아지), /s/ 소리에는 ‘뱀’이나 ‘스케

이트,’ /∫/ 소리에는 ‘쉿’ 또는 ‘쉬’ 소리를 이용하여 각 소리를 연

결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 Figure 4에 제시한 어휘들

이 우리말 Ling 6 sound와 연결하여 많이 쓰이지만, 그 외에도 

아동이 특히 흥미를 보이거나 좋아하는 사물이나 활동이 있다

면 그 소리를 구성하는 자음이나 모음,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아

동 고유의 Ling 6 sound 어휘로 사용할 수 있다. 아동과 Ling 

6 sound의 소리를 감지하는 연습을 하면서 이러한 장난감이나 

그림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초기에는 아동이 소리를 잘 기

억할 수 있도록 각 소리마다 한 가지 어휘를 정해서 연습하는 

것이 좋다. 

Ling 6 sound 검사의 활용

Ling 6 sound 검사는 단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아동이 

말소리를 지각하거나 확인하는 정도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

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모든 종류의 청각보조장치 적합 후 

말소리 지각 능력을 알기 위한 기본 검사로서 검사도구 구성에 

포함되어 있다(Scollie et al., 2012; Sennaroglu et al., 2009). 현

재 우리나라에서 출판된 말지각 관련 검사 중 Ling 6 sound 검

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청각언어재활을 위한 평가가이드 검

사(Evaluation of Auditory Response to Speech-Korean, 

EARS-K) (Lee et al., 2003)’와 ‘국립특수교육원 말지각 발달 

검사(KNISE-DASP) (Song et al., 2010)’이다. EARS-K에서는 

글자 및 그림을 이용하여 간단히 각 말소리의 지각 및 확인능

력을 검사하도록 구성하고 있으며, KNISE-DASP는 Ling 6 

sound 검사에서 소리의 감지 및 글자와 그림을 이용한 확인, 

Ling 6 sound The examples of toys and activities used for the Ling 6 sounds test in KARI

/a/  

/i/  

/u/  

/m/  

/∫/   

/s/  Figure 4. The examples of toys and ac-
tivities which are used for the Ling 6 
sounds test in KARI. KARI: Korean Aural 
Rehabilitation for Inf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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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필요에 따라 소리 변별 능력을 검사하고 아동의 반응

을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지를 제시하고 있다. Figure 5와 6은 

KNISE-DASP의 Ling 6 sound 검사에서 사용하는 기록지와 

그림의 예시이다.

Figure 5에서 볼 수 있듯이 KNISE-DASP의 Ling 6 sound 

감지 검사는 1 m에서 아동의 소리 감지 반응을 확인한 후 2 m, 

3 m 이상으로 거리를 늘려 다양한 거리에서 아동의 반응을 기

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두 사람이 일대일로 대화할 때 청

자와 화자 간의 평균 거리가 2 m이고, 3인 이상이 집단으로 대

화할 때 평균 3 m 이상의 거리에서 소리가 산출됨을 고려하여 

다양한 거리에서 아동의 반응을 관찰하도록 한 Ling의 제안을 

따른 것이다(Ling, 2002). 아동이 말소리를 감지하거나 확인하

는 거리를 체크하는 것은 듣기 기술의 변화를 확인하고, 청각

보조장치 조절과 언어 습득을 촉진하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듯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 확인의 중요성 때문에 전

문가들은 청각보조장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청기를 착용한 

아동들이 0.2~0.3 m 이내의 거리에서,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아

동은 약 1 m 거리에서 Ling 6 sound를 모두 듣는지 확인한 후 

점차 1, 2, 3 m 이상 등으로 거리를 넓혀가며 아동의 반응을 확

인하도록 제안하기도 한다(Cole & Flexer, 2015). 이를 반영하

여 외국의 재활 프로그램에서는 먼저 약 0.2 m 거리에서 Ling 

6 sound를 이용한 소리 감지 반응을 확인한 후 점차 거리를 늘

려 원거리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한 거리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

다(www.cochlear.com). 또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대부

분 생활 소음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소음이 있는 상황에서 말

소리를 지각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청각장애를 가진 아

동과 성인의 일상 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파악하는 데 중요

하다. 이에 Early Listening Function (ELF) (Anderson, 2000)

을 개발한 Anderson은 ELF의 개념을 응용하여 거리와 소음 

유무에 따른 Ling 6 sound의 수행을 검사하고 기록할 수 있도

록 ELFLing (Anderson, 2016)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Figure 7

은 소음과 거리를 표시하는 ELFLing의 기록지 예이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적합 후 Ling 6 sound 검사를 실시했을 

때의 장점 중 하나는 청각보조장치 사용자가 실제 감지하고 확

인할 수 있는 말소리 정보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청

력검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재활시간에 간단히 검사할 수 있어 

청각보조장치의 기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순

음청력검사 결과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더욱이 Ling(1988)은 보청기 조절 프로토콜

의 마지막 단계에서 Ling 6 sound 검사를 이용하여 적합 타당

성을 검증하도록 권고하였는데, Ling의 권고는 인공와우를 사

용하는 아동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보청기나 인공와우 

적합 후 1 m의 거리에서 Ling 6 sound 검사를 실시하여 각 소

리의 반응을 확인한 후, 아동이 지각이나 확인에 어려움을 보이

는 소리의 해당 주파수와 강도를 조절하여 아동이 말소리 지각

에 필요한 주파수를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확인하는 절차를 거

치는 것을 뜻한다. 특히 아직 언어습득 이전 단계인 유소아의 경

우 보청기나 인공와우 적합 후 말소리 주파수에의 접근성을 빠

르게 확인할 수 있어 적합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적으로 계산된 보장구 이득의 실제 효과를 파악하는 데에

Detect. 1 m 2 m __ m Ident. m u a i ∫ s N.R.

m m

u u

a a

i i

∫ ∫
s s

Score /12 /12 /12 Score /3 /3 /3 /3 /3 /3

Detection test Identification test

S II
S I

m u a i ∫ s

m

u

a

i

∫
s

Score /12 /12 /12 /12 /12 /12

Discrimination test

Figure 6. The picture for the Ling 6 sound identification test in 
KNISE-DASP. Adapted from Song et al. Korea National Insitute for 
Special Education 2010, with Permission Korea National Insitute for 
Special Education.

음

이

우

쉬

아

스

Figure 5. Examples of the Ling 6 sound test recording sheet. The 
original recording sheet is written in Korean. Please see the KNISE-
DASP manual for the detailed instruction. N.R.: No Response, S I: 
Stimulation I, S II: Stimulation II. Adapted from Song et al. Korea Na-
tional Insitute for Special Education 2010, with Permission Korea 
National Insitute for Specia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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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유용하다(Smiley et al., 2004; Winter & Kuk, 1998). 최

근의 연구 결과에서 보청기를 사용한 상태에서 Ling 6 sound

를 이용한 청력검사 결과가 보청기의 조절 상태에 따른 주파수 

차이에 매우 민감하여 넓은 범위의 주파수 접근성을 검사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은 Ling 6 sound의 임상적 의의를 잘 보여준

다(Glista et al., 2009; Wolfe et al., 2010, 2011). 이에 최근에는 

보청기 착용 효과의 평가를 위해 Ling 6 sound를 dB HL로 조

율하여 객관적 검사에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collie 

et al., 2012). 

Ling 6 sound 검사의 또 다른 장점은 청각장애 유소아 아동

의 부모가 검사 방법을 숙지한 후 집에서 간단하게 시행하여 

아동의 청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 아동들은 

청력에 변화가 있거나 사용하고 있는 청각보조장치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인지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그러나 Ling 6 sound 검사는 전 주파수에 걸쳐 아동의 

말소리 지각 및 확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청각

보조장치를 착용한 후 Ling 6 sound 검사를 시행하면 보호자

가 변화를 즉각 인지하고 알맞은 조치를 할 수 있다. 일측성 난

청이나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이 검사를 시행

하면 부모가 아동의 청력 변화 정도를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전문가들은 Ling 6 sound 검사를 매일 청각보조장치 착용 

후 체크해야 하는 기본 검사 중의 하나로 제안하고, 부모가 지

속적으로 아동의 청각상태를 점검할 것을 권고한다(Desjardin, 

2003; Smiley, 2004). 특히 듣기를 통한 구어발달을 촉진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청각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각구어 접근법(auditory verbal approach)

에서는 영유아의 청각재활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아동의 부모

에게 검사의 중요성 및 방법을 알려주어 집에서 정기적으로 청

각상태를 확인하고, 매 회기를 시작할 때 아동의 듣기 상태를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ConCuLsions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ing 6 sound 검사는 우리말 소

리의 전달에 필요한 주파수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의 연령이나 청각보조장치의 종류에 관계 없이 6개의 말

소리로 전 주파수 영역의 말소리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검

사이다. 또한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전문가뿐 아니라 아

동의 부모도 쉽게 검사 방법을 익힐 수 있어 아직 공식적인 검

사가 불가능하거나 언어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의 청각

보조장치 적합 효과 및 청각상태 변화 점검에 매우 유용하다. 

이에 초기에 Ling이 제안한 검사가 거리와 소음까지 고려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발달하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말지각 검

사 및 청각재활의 출발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도 청각재활 전문가들이 그 시행 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청

각장애 아동의 가족들이 이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특히 공식검사가 어려운 영유아의 청각재활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심 단어0:0�Ling 6·말지각·청각장애 아동·한국 영유아 청각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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