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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터넷, 스마트 폰 등과 같은 각 종 자매체의 발 은 여러 형태의 다양한 미디어 정보가 하나의 매체에서 제

공된다는 순기능과 더불어  다른 한 편으로는 스마트 폰 독 등을 비롯한 여러 역기능 한 단히 큰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가장 큰 표  역기능  하나가 음란물(야한 동 상, 이하 ‘야동’) 시청에 

따라 증가된 성욕으로 말미암은 성 범죄 야기 등과 같은 사회 범죄 문제이며, 사회  범죄는 아니더라도 야동 시

청이 정신 , 육체 으로 인체에 나쁜 폐해를 끼치는 부분이다. 이를 해 본 논문에서는 야동을 시청 한 후 이것

이 인체에 어떤 나쁜 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해, 음성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가에 한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즉, 인체에 있어 음성은 인체의 생체신호가 얼굴과 더불어 가장 많이 발 되는 곳이다. 따라서 야동 시청 

과 후의 음성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야동의 시청이 인체 장기에 어떤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한 규명 연

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실험 결과, 야동 시청 후 성욕을 해소치 못 함으로 스트 스 호르몬 증가하고 이것이 3 포

먼트 주 수 역폭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Key Words : Pornography, Voice analysis, Stress, 3rd formant frequency bandwidth, Influence on

liver function

ABSTRACT

The development of various electronic media such as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each kinds of media informations 

has been accompanied by the fact that various types of media information are provided from one media, and on the 

other hand, various dysfunctions including smart phone addiction are also caused by a very large social problem. 

Especially, one of the biggest dysfunctions is the social crime problem such as sex crime caused by increased sexual 

desire according to watch the phonography, and even if it is not a social crime, watching the phonography has influenced 

bad mental and physical on human body. In this paper, we try to analyze what kind of change occurs in the voice 

in order to investigate what kind of bad influence it has on the human body after watching the phonography. In other 

words, the voice in the human body is the place where the human body signal is most expressed with the fa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n the organs of the human body by comparing the change of 

voice before and after watching phonography.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stress hormone was increased by 

the inability to resolve sexual desire after watching the phonography, which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bandwidth 

of the 3rd formant fre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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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4세  산업 명 시 에 살고 있는 지  각 종 여러 

가지 매체를 한가지로 합친 자매체를 가지고 이를 

즐기며,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사회에 살고 있다[1]. 즉, 

작 과 같은 스마트 사회는 스마트 폰, 스마트 TV, 테

블릿 PC 등과 같은 단말기를 통해 N-스크린
[2]의 서비

스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마트워킹 환경이 이미 구축

되어 있는 실정이다
[3]. 그러나 이 같은 자 매체의 발

과 통신 인 라의 획기  발 은 순 기능 뿐 아니라 

이와 더불어 자매체를 통한 자매체 독 등은 사

회 으로 많은 문제 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특히  무

엇보다도 야한 동 상(이하 ‘야동’) 등과 같은 유해 콘

텐츠 등의 속  시청은 이로 말미암아 야기된 성  

충동이 성폭행 살인 사건 등과 같은 극단 이며 심각

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데 한 요소가 되고 있는 것

도 정확한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해 계 당국

에서도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효과 인 응책

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4,5], 더욱이 최

근 우리나라에서 거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 애 리 이션에 음란물 차단 장치가 거의 없

는 것도 큰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 나

아가 야동에 한 단속 부분도 경찰청 사이버 테러

응센터에서 꾸 히 하고 있지만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는 야동 운 자에 한 실제  단속이 단히 어

려운 것 한 정확한 재의 실정이다
[6,7]. 이를 해 

련 학계에서도 야동 시청에 따른 여러 가지 폐단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8,9]. 그러나 야동 시청에 

한 지 까지의 학계 연구는 야동시청에 따른 폐해에 

해 사회 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설문조사 주

의 정신  폐해 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최근 의학 인 규명 연구 결과는 야동을 시청한 청소

년들이 조기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IT기술을 용하여 미혼 남성 

학생 등을 상으로 야동을 시청하고 난 후의 음성

의 변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일반 으로 음성은 얼

굴과 더불어 생체신호가 가장 많이 발 되는 부분 이

다
[10,11]. 따라서 야동을 시청하기 과 시청 하고 난 후

의 음성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통해 인체 장기의 허. 

실에 한 생체신호의 변화가 나타나는 음성에 있어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한 규명  

분석을 행하고자 한다. 특히 야동을 시청하고 나면 테

스테스테론 등과 같은 남성 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이에 비례하여 증가된 성욕이 한 성  만족을 이

루지 못할 경우 상응하는 스트 스 호르몬이 분비될 

것이고 이것이 인체 장기 어딘가에는 나쁜 향을 미

칠 것
[12]이라는 것이 련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다. 로서 고양이의 경우 발정기를 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스트 스를 받고 이에 따라 수명이 짧아지며, 

이것은 토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애완동물

의 경우 평균 수명  건강수명을 늘리고자 성화 수

술을 통해 성욕 증가에 따른 스트 스 발생을 원천 차

단하는 것이 흔한 일이 되고 있다. 이 같은 시 에서 

물론 사람을 동물과 같은 에서 보는 것이 무리이

긴 하지만 사람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오감(五感)이 있

고 이러한 오감을 자극 받았을 때 이에 상응하는 정신

, 육체  변화가 발생하기 마련이란 것은 정해진 이

치이다. 이에 한 는 조선시  환 들과 일반 양반

들의 평균 수명을 비교 해 보았을 시 성  자극이 약한 

환 들이 일반 양반보다 14년을 더 살았다는 언론 보

도까지 나와 있다
[13]. 이는 다시 말해 일반 으로 사람

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성화 수술을 받은 경우와 마

찬가지인 환 의 경우는 성  자극이 문제가 큰 문제

로 두되지 않지만 일반인들의 경우 남성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를 히 해소하지 못하면 이에 따

라 스트 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것이 인체 장기에 

나쁜 향을 미치고 그 결과 인체에 좋지 않은 향을 

미쳐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13]. 따라

서 야동을 시청하게 되면 시각과 청각 기 에 의해 인

체가 자극을 받고 이를 통해 성욕을 자극 받게 되면 반

드시 그 향이 인체 장기에 어딘가에는 반드시 나쁜 

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추정이 가능한 사실

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 같이 야동을 시청 한 후 발

생한 남성 성 호르몬의 증가, 스트 스 호르몬의 증가

가 인체 장기의 어느 곳에 향을 미치는 지를 IT기술

을 용. 분석함으로 새로운 사실을 규명해 내고 이를 

정량화된 수치로 계량화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Ⅱ. 인체와 음성과의 계

본 장에서는 인체와 음성 간의 계에 한 선행 연

구
[14]로 간과 음성 즉, 스트 스 등 간에 나쁜 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와 음성 간의 계에 해 이를 밝히

고, 따라서 이후 이를 기반으로 야동 시청이 인체에 어

떤 향을 미치는지에 한 음성 분석을 행하고자 한

다. 우선 간과 음성 간의 계를 구명하기 한 선행 

연구로서 그 임상 자료를 청주 소재 종합병원에서 임

상연구 지원  수행에 한 승인 차를 얻어 수집하

으며 해당 내과 문의의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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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s Disease name

LM-01 Cirrhosis

LM-02 Cirrhosis

LM-03 Cirrhosis

LM-04 Hepatitis B virus

LM-05 Cirrhosis due to hepatitis B virus

LM-06 Cirrhosis due to hepatitis B virus

LM-07 Cirrhosis due to hepatitis B virus

LM-08 Hepatitis A

표 2. 남성 피실험자 집단 구성표 
Table 2. Male group of subjects

LM-09 Hepatitis A

LM-10 Toxic hepatitis

LM-11 Alcohol-induced cirrhosis

LM-12 Alcohol-induced cirrhosis

LM-13 Toxic hepatitis

LM-14 Cirrhosis

LM-15 Hepatitis B virus

LM-16 Cirrhosis due to hepatitis B virus

LM-17 Toxic hepatitis

LM-18 Alcohol-induced cirrhosis

LM-19 Cirrhosis

LM-20 Cirrhosis

LM-21 Cirrhosis due to hepatitis B virus

LM-22 Hepatitis A

LM-23 Hepatitis A

LM-24 Hepatitis B virus

LM-25 Hepatitis A

실험에 필요한 피실험자 집단을 남성 25명과 여성 15

명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3 포먼트 주

수 역폭의 변화를 측정하 다. 아래 <표 1>과 <표 

2>는 실험 상자로 선정된 여, 남 피실험자 집단의 구

성표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남성 피실험자 집단

에서는 체 25명의 피실험자  88.0%에 해당하는 

22명이 제3 포먼트 주 수 역폭 의 분석 결과, 해당 

질환 치료 보다 치료 후의 음성이 좁게 측정되는 변

화를 나타났다. 아울러 여성 피실험자 집단에서는 체 

15명의 피실험자  86.7%에 해당하는 13명이 제 3 

포먼트 주 수 역폭의 분석 결과, 해당 질환 치료 

보다 치료 후의 제 3 포먼트 주 수 역폭이 좁게 측

정되는 변화를 나타났다. 

Subjects Disease name

LF-01 Toxic hepatitis

LF-02 Hepatitis A

LF-03 Acute hepatitis A

LF-04 Acute hepatitis A

LF-05 Acute hepatitis A

LF-06 Hepatitis A

LF-07 Acute hepatitis A

LF-08 Hepatitis A

LF-09 Acute hepatitis A

LF-10 Toxic hepatitis

LF-11 Acute hepatitis A

LF-12 Toxic hepatitis

LF-13 Hepatitis A

LF-14 Hepatitis A

LF-15 Acute hepatitis A

표 1. 여성 피실험자 집단 구성표 
Table 1. Female group of subjects

Ⅲ. 야동 시청이 음성에 미치는 향 분석

3.1 연구과정  방법 

본 논문에서는 야동 시청으로 성욕을 자극 받기 

(시청 )과 후의 음성 변화를 분석하기 해 신체 질

환  성 에 이상이 없는 본 학에 재학 인 20  

반의 남성 10명을 상으로 피 실험자 집단을 구성

하 다. 한 구성된 피 실험자 각 각 한 명씩 라이

버시가 보장된 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에 한 

의식이 없는 실험 환경을 기반으로 야동을 시청하게 

한 후 성  자극을 느 을 때 아음(牙音)에 해당하는 

“가카 고코 그크”란 문장을 낭독하여 음성 녹취를 행

하 다.  음성 녹취의 공평성  객 성 확보를 해 

소음과 울림이 없는 빈 강의실에서 15cm의 동일한 거

리에서 야동시청 과 후의 음성을 녹취하 다. 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실험 환경은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을 운 체제로 사용하 으며 음성 데

이터 수집 장치로는 스테 오 고품질 녹음 모드인 

STHQ 방식의 SONY ICD-SX67을 사용하 고 음성 

신호의 비교․분석을 해 사용한 음성 분석 도구는 

Praat
[15]의 제3 포먼트 주 수 역폭 분석을 행하 다. 

포먼트 주 수[16]는 LPC 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으

로 역필터 A(z)의 근을 계산하여 포먼트 주 수와 

역폭의 모든 후보를 추출할 수 있으며 어떤 복소근 z에 

한 역폭 와 주 수 는 s-평면에서 z-평면으로

의 변환에 의해 얻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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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rd Formant Frequency 

Bandwidth(Hz) 
Deviation

M01
Before 604.552

76.281
After 680.833

M02
Before 456.463

150.825
After 607.288

M03
Before 730.03

178.129
After 908.159

M04
Before 611.51

143.049
After 754.559

M05
Before 417.539

129.191
After 546.73

M06
Before 601.816

41.775
After 643.591

M07
Before 978.112

-272.101
After 706.011

M08
Before 478.197

186.336
After 664.533

M09
Before 548.164

26.671
After 574.835

M10
Before 473.642

210.488
After 684.13

표 3. 야동 시청 /후의 제 3 포먼트 변화 분석표
Table 3. Analysis of the change in the 3rd formant 
frequency bandwidth before and after watching photography

   (1)

 ±이고   ± 는 복소근의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의된다. 그러면 포먼트는 수식 

(2)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역폭은 수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2)




 (3)

3.2 실험 결과  고찰

아래 <표 3>에 야동 보기 /후의 음성 변화에서 우

리가 으로 삼고 있는 제 3 포먼트 주 수 역폭

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표 3>의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 3 포먼트 주 수 역폭 측정값이 피실험자 

M07을 제외한 모든 피실험자들의 수치 값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3 포먼트 주 수 역폭의 변

화를 보는 것은 스트 스 증가/감소와 련된 어 니 

소리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 가장 합한 도구이기 때

문이다.소단원에 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여기서

는 소단원에 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  

결론 으로 음성 분석을 통해 야동 시청 /후의 실

험을 행한 결과 실험 상자의 90%가 제 3 포먼트 주

수 역폭의 수치가 증가하여 야동시청 후 이를 해

소치 못한 미혼 남성의 경우 스트 스가 발생함을 정

량 으로  규명해 낼 수 있었다. 

3.3 통계  유의성 분석

의 <표 3>에 한 통계  유의성 분석 결과를 아

래 <표 4>에 나타내었다. 이때 음성은 성욕 자극에 의

해 향을 받는 의존  상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된 

두 표본에서 나온 평균치의 분석 방법을 용할 수 없

다. 따라서 각각의 개체 상에서의 변화 정도로 자료

를 변화시키면 원래의 자료가 갖고 있던 정보도 그

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변화량을 나타내는 값들

은 독립성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통해 두 표

본의 제 3 포먼트 주 수 역폭의 평균치 비교 방식

을 도입하여 응 표본 T-검정에 의한 통계 분석을 수

행하 다. 이와 같이 동일 개체에 한 두 표본평균치

의 비교 분석 방식을 응 표본 T-검정에 의해 분석하

다
[17]. 통계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제 3 포먼트 

주 수 역폭 측정 결과의 평균값은 성욕 자극 의 

590.0025보다 자극 후에 677.0669로 증가하 으며 

P(T<=t) 양측 검정 통계량 결과는 0.0081342231로 통

계 으로 유의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fore sexual 

desire

After sexual 

desire

Mean 590.0025 677.0669

Deviation 27379.73964 10432.92382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0.536267067

t statistics -1.962306766

P(T<=t) one side 

test
0.040671116

t Rejected one 

side test
1.833112923

P(T<=t) both 

sides test
0.0081342231

t rejection 2.262157158

표 4. 제3 포먼트 주 수 역폭 측정값에 한 통계 분석
Table 4. Statistical analysis of 3rd formant frequency 
bandwidth measurements

Ⅳ. 련 의학계의 의견  차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시작 은 본 연구실 근처에 소재한 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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뇨기과 문의의 권고로 시작된 연구 다. 즉, 비뇨기

과에 성 기능 상담  검사 등 성욕과 연 된 환자들의 

경우 어딘지 모르게 그 음성이 다른 환자들과 다른 느

낌을 다는 것이 비뇨기과 문의의 의견이었다. 마찬

가지로 동물들의 경우 고환을거세하면 쥐 수컷은 3개

월, 고양이 수컷은 1~3년 수명이 길어진다
[18]. 앞에서 

밝혔듯이 사람의 경우도 조선시  환 과 일반 양반의 

수명차가 무려 14년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 방송보도가 

나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야동을 보기 과 보고 난 

후의 음성 변화를 비교 분석을 행하 는바 3 포먼트 

주 수 역폭의 변화가 발생하 고, 이는 결과 으로 

야동을 시청 하고 난 후 증가된 성욕을 해소하지 않으

면 그에 따른 스트 스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 스가 

발생하며 이것이 인체 장기에 나쁜 향을 미칠 수 있

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증가된 성욕을 

히 해소하지 않으면 음성에 변화가 발생하고 그것이 

결국 스트 스와 련된 음성의 변화가 야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차후는 연령 별, 남녀별, 기혼과 미

혼별로 야동 시청이 인체 장기에 미치는 향에 해 

이를 정량화된 수치로 세 하게 좀 더 상세히 규명해 

보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Ⅴ. 결  론

스마트사회로 어들면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통해 기존 기술  산업간 융합의 원

천기술화를 야기하는 IT 융합 산업이 경쟁력 우  확

보  신 성장 동력화로 추진되면서 IT 산업과 타 산업 

간의 융복합화가 속히 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IT기술이 보다 더 극 으로 나서야 할 분야가 바로 

IT기술을 용하여 기존에 정성 으로 알고 있는 부분

을 정량화하고 한 그 간 규명해 내지 못했던 사실들

을 새로이 규명해 내는 역할이 단히 요한 작업이 

된다. 이런 에서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등과 같은 

통신 인 라의 획기 인 발달로 말미암아 야기되고 있

는 역기능 특히 인간의 기본 욕구인 성욕을 상업 으

로 이용한 야동 시청이 인체 장기에 미치는 악 향을 

IT 기술을 용하여 새로이 규명해내는 행하 다. 실

험 결과 제 3 포먼트 주 수 역폭의 수치값이 피실

험자의 90%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이 의

미하는 바는 야동 시청으로 말미암아 이를 해소치 못

한 미혼 남성들의 경우 스트 스를 받고 있음을 정량

인 수치로 규명해 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

이 야동 시청으로 인해 발생된 성욕 해소를 해 사회

 문제를 발생 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됨을 입증 하는 

것인 계로 청소년들의 야동 시청에 해 가정과 사

회에서 극 으로 한 교육  책 마련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 지 까지의 실험이 미혼 남성만을 

상으로 실험을 수행했지만 향후는 이를 기혼, 미혼 

그리고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한 기혼의 경우도 폐경과 련이 있는 50  반 나이

를 기 으로 이를 나 어 실험을 수행할 계획이다. 그

리고 이를 통해 각 세 별, 남녀별, 기혼과 미혼별로 

그리고 폐경 과 후의 야동 시청이 인체 장기에 미치

는 향에 해 정량화, 계량화, 수치화, 시각화된 결과

를 도출해 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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