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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토마토는 주 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채소  하나이며 여러 음식의 재료로 사용된다. 토마토는 

활성 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암 효과가 좋으며, 콜 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주어 을 강화해 

다. 한, 인체 장기  심장은 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며 순환계의 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체  방의학에 이용되는 요한 요소  하나인 음성을 이용하여 토마토를 섭취하

을 때 음성 분석 요소인 Jitter와 2Formants Bandswidth의 변화를 분석하 다. 

1. 서론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랗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 과일 같은 채소 토마토는 화 ‘1번가의 기

’에서 어린 아이 2명이 암에 걸려 투병 인 할아버지를 

해 토마토를 구하는 장면이 나온다. 토마토는 방송을 통

해서도 알려졌듯이 암 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방지  콜 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으며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다. 알고 보면 토마

토도 종류가 많은데 보통 많이 알고 있는 빨간 토마토, 짭

잘이 토마토라고 불리는  토마토, 검은 빛이 나는 쿠

마토, 식후 디 트로 많이 먹는 방울 토마토, 추 토마토, 

송이 토마토 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시 에서 많이 매 되는 토마

토를 섭취 후 목소리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음성 분석 로그램인 Praat를 이용하여 음성 분석

요소들을 용하 고 음성의 변화를 측정  도출하여 토

마토를 섭취하 을 때의 목소리 변화에 해 비교, 분석 

하 다.

2. 토마토와 심장

2.1 토마토의 개요

   토마토의 주요 성분은 리코펜과 루틴(비타민 P), 비타

민 C, E, K가 있다. 리코펜은 노화의 원인인 활성 산소를 

억제 시키는데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 시키며 노화의 

주범이다. 그리고 리코펜의  다른 기능은 암 험 인자

를 몸 밖으로 배출하며 항암제인 배타카로틴보다 10배의 

항암 효과가 있으며 특히 폐암, 립선암, 암, 유방암 

방에 탁월하다. 토마토를 많이 먹는 이탈리아의 여성 유방

암 발생률이 세계 최 일 정도로 토마토에는 리코펜이 다

량 함유 되어 있어 암 방에 효과가 좋다. 그리고 루틴

(비타민 P)은 을 강화하고 압 강하에 효과가 있다. 

동물실험 결과 압 강하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콜 스테

롤 수치가 하되었다. 독일과 국에서는 고 압 환자에

게 토마토를 처방하며 코피나 잇몸 출 에도 효과 이다. 

비타민 C는 피로회복에 도움이 되며 비타민 E는 호르몬 

생성을 진하고,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 K는 

골다공증 방에 효과가 있다[1].

2.2 심장의 개요

   심장은 액을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순환계의 

추기 으로 주기 인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함으로써 액

을 온몸에 공 하는 펌 역할을 한다. 무게는 성인이 약 

350∼600g으로 남자가 여자보단 약간 더 무겁다. 심장박

동은 외 으로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의 조 을 받아 이

루어진다. 즉,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증가

시키고 부교감신경은 감소시키며 길항 으로 조 한다. 

한 심장박동은 호르몬의 조 을 받는데, 부신에서 분비되

는 에피네 린은 교감신경처럼 심장박동을 증가시킨다. 이

외에도 심장 스스로 호르몬을 분비하여 압을 감지하고 

조 한다. 심장은 이러한 신경이나 호르몬과 연결되지 않

아도 스스로 박동을 계속한다. 즉, 심장이 스스로 뛰는 것

이다. 이것의 원리는 우심방에 있는 동방결 이라는 근육

에서 약 0.8  간격으로 기를 발생시키면, 이러한 류

가 심방을 따라 방실결 에 달되어 심방이 완 히 수축

하고, 그다음 양쪽 두 개의 심실을 수축시켜 심장박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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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클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경충격은 심실의 격

벽에 있는 히스근색이라는 근육을 따라 심실로 해지고 

푸르킨  섬유로 흥분이 달되어 심장은 계속해서 피를 

펌 질할 수 있게 된다[2].

   호주 애들 이드 학의 카린 리드 박사의 연구 결과

에 따르면 토마토에 붉은색을 내게 해 주는 색소 리코펜

을 하루 25mg씩 먹으면 나쁜 콜 스테롤인 도지단백

(LDL) 콜 스테롤의 수치를 10%까지 떨어뜨릴 수 있

다고 밝힌 것으로 미국의 과학뉴스 포털 피조그 닷컴

(PhySorg.com)에 보도된 기록이 있다[3].

3. 음성과 음성분석요소

3.1 음성의 개요

   음성은 목소리라고도 하며, 그 발음을 발성이라고 한

다. 발성기 으로서는 폐, 기 , 후두, 인두, 코, 입, 입술이 

있는데 이들은 하나가 되어 폐에서 입술로 이어지는 복잡

한 강을 형성한다. 후두 쪽부터는 성도라고 부르며 음

성을 만드는 곳은 폐에서 나오는 숨을 내뱉어내는 호기류

이다. 후두에는 좌우 한 의 성 가 있어 호기의 통로에 

조  가능한 장벽을 이루고 있다. 두 성 의 간극인 성문

을 개폐함으로써 공기를 진동시켜서 후두원음을 만든다. 

이 후두원음은 성도의 음향특성에 의해서 변화하는데, 

나 입, 입술 등을 움직여 성도의 모양을 바꿈으로써 이루

어진다. 이것을 구음 는 조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후두

원음에 해당하는 소리를 외부로부터 주면 후두암으로 인

해서 후두를 부 출한 사람도 구음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식도발성법  인공후두 발성법의 원리이다.

   사람이 목소리를 내어 말을 할 때는 먼  말하고자 하

는 내용을 뇌에서 생각하여 일정한 언어학  형식에 따

라 간추리면 언어 추로부터 운동신경을 지나서 호기근이

나 성 근 등 구음근이라는 곳이 반응하여 작용하고 발생

한 목소리는 음 로서 공 을 하여 상 방의 청각을 

자극한다. 이때 목소리를 내는 자신도 자신의 청각 등의 

피드백 회로를 통해서 스스로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조정

한다. 목소리의 높이는 성문이 개폐되는 빈도에 따라 결정

되며, 성 의 긴장도, 길이, 두께와 계가 있다. 실제로 

윤상갑상근의 작용에 의한 성 의 길이 변화가 크게 향

을 미친다. 사람마다 성 의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목소리 

음 높이나 음색이 다르게 되며 성 가 짧을수록 높은 음

이 생성된다. 그 기 때문에 체 으로 여성이나 어린이

의 음성은 높고, 남성의 음성은 낮다[4].

3.2 심장과 목소리의 상 성

   심장은 인체의 장기  가장 심부에 있으며 살아가

는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장기라 할 수 있다. 심장의 기능

은 액 순환이며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장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심장과 음성의 상 성 분석 결과를 분석하

여 오장(五臟)과 오음(五音), 그리고 오성(五聲)과의 계

를 규명하 다[5]. 한의학에서 심장의 발음은 설음( 音)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의학의 이와 같은 방법을 용

하여 설음( 音)을 분석함으로서 음성분석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이 오장(五臟)과 련된 소리를 아래 <표 1>에 음

령오행표로 나타내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심장은 

오음(五音) 에서 설음( 音)에 해당하며 발음으로는 설음

( 音)임을 알 수 있다[5].

<표 1> 음령오행(音靈五行)표

오행
(五行)

목(木) 화(火) 토(土) (金) 수(水)

오장
(五臟)

간 심 비 폐 신

소리음 1, 2획 3, 4획 5, 6획 7, 8획 9, 10획

소리 ㄱ,ㅋ
ㄴ,ㄷ,
ㄹ,ㅌ

ㅇ,ㅎ ㅅ,ㅈ,ㅊ ㅁ,ㅂ,ㅍ

발음
아음
(牙音)

설음
( 音)

후음
(喉音)

치음
(齒音)

순음
(脣音)

오음
(五音)

각(角) 치(緻) 궁(宮) 상(商) 우(羽)

3.3 음성분석요소의 용

   본 논문에서는 토마토 섭취 후 음성의 변화를 분석하

기 하여 음성 분석 로그램인 Praat를 이용하여 음성 

분석학  요소  Jitter와 Formant를 용하여 실험을 수

행하 다. Jitter값은 단 시간 안의 발음에서 성 의 진동

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주며, 수치값이 낮을수

록 성  진동의 변화가 다. 이 성분 요소는 성  질병 

여부를 단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Formant는 조음기 의 

변화를 나타낸다. 조음기 의 열고 닫힘에 따라 변하게 되

며 입에서부터 성 까지의 길이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성

도라 한다. 성도의 길이에 따라 Formant의 값이 변하게 

되며 음 의 음향  특징을 조사하는 것은 Formant에 

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성 의 다

른 요한 특징을 알아낼 수 있다[6].

4. 실험  고찰

   토마토 섭취 후 목소리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해 

피실험자 집단을 20  반의 심장질환이 없는 남자 10명

을 상으로 하 으며, 약 200g의 토마토 2개를 섭취 후 

섭취 , 5분 후, 30분 후, 1시간 후의 음성 데이터를 획득 

하 으며 녹음기는 SONY사의 IC RECORDER 

ICD-SX750을 사용하 다. 음성은 외부 환경에 많은 향

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음성 데이터를 획득하기 해 섭

취 , 5분후, 30분 후, 1시간 후에 동일한 녹음기를 이용

하 으며, 소음이 들리지 않는 폐된 공간에서 20cm의 

거리를 유지하여 음성 녹음을 실시하 다. 녹음시 심장과 

련 있는 설음( 音)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를 사랑합니

다.” 라는 문을 이용하여 음성 녹음을 실시하 다. 음성 

자료를 획득 후 음성 분석 로그램인 Praat를 이용하여 

음성 분석 요소인 Jitter와 2Formants Bandswidth를 용

한 음성 분석 결과 데이터를 추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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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M1의 토마토 섭취  음성 분석

(그림 2) M1의 토마토 섭취 5분 후 음성분석

(그림 3) M1의 토마토 섭취 30분 후 음성분석

(그림 4) M1의 토마토 섭취 1시간 후 음성분석

(그림 5) M1의 Jitter값 추출 과정

(그림 6) M1의 2Formants Bandswidth값 추출 과정

(그림 7) M3의 토마토 섭취  음성 분석

(그림 8) M3의 토마토 섭취 5분후 음성 분석

(그림 9) M3의 토마토 섭취 30분 후 음성 분석

(그림 10) M3의 토마토 섭취 1시간 후 음성 분석

(그림 11) M3의 Jitter값 추출 과정

(그림 12) M3의 2Formants Bandswidth값 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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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그림 1), (그림 2), (그림 3), (그림 4),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는 M01과 M03의 토마토 섭

취 과 후 시간별 음성을 분석한 그림이고 (그림 5)와 

(그림 11)은 M01과 M03의 Jitter값을 추출해 내는 과정이

며 (그림 6)과 (그림 12)는 M01과 M03의 2Formants 

Bandswidth값을 추출해 내는 과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Jitter (local)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피실험자 Jitter (%) 2Formants 
Bandswidth (Hz)

M1

1.491 1841.149

5분 후 1.407 1337.554

30분 후 1.374 824.463

1시간 후 1.474 1381.206

M2

1.682 554.331

5분 후 1.442 347.018

30분 후 1.360 242.420

1시간 후 1.912 581.602

M3

2.039 952.182

5분 후 1.978 764.580

30분 후 1.484 643.484

1시간 후 1.651 804.007

M4

1.790 1008.247

5분 후 1.725 821.401

30분 후 1.237 685.593

1시간 후 1.490 416.285

M5

1.856 989.563

5분 후 1.801 756.115

30분 후 1.628 684.110

1시간 후 1.654 943.825

M6

2.115 694.168

5분 후 1.978 548.451

30분 후 1.622 454.481

1시간 후 1.596 418.265

M7

1.548 1107.591

5분 후 1.507 942.347

30분 후 1.423 754.623

1시간 후 1.626 965.452

M8

2.159 863.648

5분 후 2.050 764.875

30분 후 1.847 581.240

1시간 후 1.986 634.518

M9

1.948 438.144

5분 후 1.839 408.964

30분 후 1.710 371.520

1시간 후 1.891 591.274

M10

1.758 771.944

5분 후 1.645 709.475

30분 후 1.602 548.466

1시간 후 1.866 801.352

<표 2> 토마토 섭취  후 시간별 Jitter와 

2Formants Bandswidth 값의 변화표

   의 <표 2>는 토마토 섭취  후 시간별 Jitter값과 

2Formants Bandswidth값의 변화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Jitter값은 피실험자 10명  9명의 값이 섭취 과 섭취 

5분 후, 그리고 섭취 30분 후에  감소하다가 1시간 후

에 Jitter값이 상승 하 고, 1명의 피실험자는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계속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Formants 

Bandswidth값은 10명의 피실험자  8명의 피실험자가 

Jitter값과 동일하게 섭취 과 5분후, 그리고 30분 후에 

수치값이 감소하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상승하 다.

5. 결론

   평소 후식으로 많이 즐겨먹고 샐러드나 피자, 햄버거 

등에 들어있는 빨간 채소 토마토는 은 양에 비해 몸에 

이로운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 표 으로 리코펜과 루

틴(비타민 P), 비타민 C, E, K가 있는데 토마토의 효능은 

항암효과, 노화 방, 피부 미용에 효과가 좋고, 콜 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효과 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목소리를 기반으로 토마토를 섭

취하 을 때 성   기 지, 발음기 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를 하 다. 실험 결과 10명의 피실험자  9명의 

Jitter값이 섭취 과 5분후, 30분후에는  감소하다가 

1시간 후에 다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2Formants 

Bandswidth값은 피실험자 10명  8명의 값이 Jitter값과 

같이 섭취 과 5분후, 30분 후에는 감소하다가 1시간 후

의 값에서 다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Jitter값이 감

소한다는 것은 성 의 진동 변율이 어진다는 뜻이다. 다

시 말해서 성 의 진동이 안정 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

으며 2Formants Bandswidth값이 Jitter값과 유사하게 반

응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카린 리드의 연구결과에 상응

하여 콜 스테롤 수치가 하되어 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에 따라 심장 박동도 안정되는 것으로 측할 수 

있다. 

   하지만 토마토를 섭취 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Jitter값과 2Formants Bandswidth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토마토 섭취를 하 을 때 일시 인 효과가 있다고 

측할 수 있다. 의 결과 값이 개인의 신체  차이 등에 

의해 100%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욱더 많은 피실험자 집단을 형성하여 실험을 한다면 재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간 토마토를 섭취한다면 심장에 효과 이어서 재보

다 더 건강해질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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