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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기존에 잠수부가 사용하던 질소가스가 인체에 치명 인 공기 색 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헬륨․산소 

혼합가스는 이를 극복하기 한 체 호흡용 가스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헬륨가스는 명료도가 낮은 

squeaky voice를 유발하기 때문에 잠수부들의 비정상 인 음성에 한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 한, 

헬륨가스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하는 것이며 다양한 TV 로에서도 헬륨가스를 마신 후 변하는 목소

리를 통해 웃음을 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헬륨가스가 조음기 에 미치는 향을 음성분

석학  요소의 용을 통해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1. 서론

   헬륨(He)은 화학 원소이며 원자 번호는 2이고 기체, 

액체, 고체가 공존하는 3 이 없는 유일한 것으로 매우 

가벼운 원소이다. 헬륨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고 비활성 기

체이기 때문에 폭발하기 쉬운 수소 신에 비행선, 풍선, 

애드벌룬 등에 리 사용되고 있다. 한, 심해 잠수부의 

산소통에 사용되던 질소가스보다 헬륨가스가 액에 한 

용해도가 작아 잠수병을 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헬륨가스에서는 공기 에 비해 

약 3배 가량의 송 속도가 빠르다는 특성 때문에 약 1

0～20  가량 목소리의 음이 높아지는 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용한 목소리 변조에도 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헬륨가스의 특징 때문에 일반인들은 물론 많은 TV 로에

서 출연자들이 웃음과 흥미를 유발시키기 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창기 헬륨가스는 심해 잠수부들의 호흡용 공기로 

사용하던 질소가스가 류로 스며들어 인체의 조직 내로 

침투하여 치명 인 공기 색 증을 유발하게 되는 상이 

발생하면서 이에 한 체제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헬륨

가스는 명료도가 낮은 ‘squeaky voice’를 유발하므로 심해

에서 잠수부들의 비정상 인 음성에 한 해석  인지의 

어려움이 발생하 다[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헬륨가스가 조음기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해 헬륨가스를 마시기 과 후의 음성

을 수집하여 음성분석학  요소 기술을 용한 측정 실험

을 통해 결과값의 비교, 분석을 행하 다. 이를 통해 헬륨

가스 자체가 조음기 에 직 으로 미치는 향을 분석

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2. 헬륨(He)의 특징

   헬륨은 1868년 랑스의 천문학자 피에르 장센이 일식 

때 찰되는 특정 역의 노란 빛, 즉 587.6나노미터 부분

에 새로운 선이 존재하는 것을 알아내면서 헬륨의 존재를 

밝혔다. 헬륨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태양을 뜻하는 말 헬

리오스(Helios)에서 유래하 다. 헬륨은 매우 가벼운 원소

이며 다른 원소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재 지구상의 헬륨은 부분은 방

사성 원소의 핵 붕괴로 생성된 알  입자가 천연 가스에 

포획된 상태로 있다가 발굴되었으며 1903년에 미국의 천

연 가스 에서 다량의 헬륨이 발굴되었다.

   헬륨은 원소주기율표 상에서 1주기 18족에 속하는 비

활성 기체로 우주에서 수소 다음으로 많이 존재하는 기체 

원소이며 별에 집 되어 있고 무색, 무취, 무미하다. 별에

서는 핵융합에 의해 수소로부터 합성되며 지구 기에 들

어있는 헬륨의 양은 0.0005%에 불과하다. 헬륨의 원소 기

호는 He이며, 녹는 은 -272.20°C(2.5MPa), 끓는 은  

-268.93°C, 도는 0.1786g/L이다. 단원자 기체로 반응성

이 거의 없어 비활성 기체라고도 하며 색깔과 냄새가 없

고 공기 에 매우 은 양이 존재한다. 헬륨은 매우 높은 

압력하에서 고체나 액체의 상태가 될 수 있다. 실험실에서 

조건을 맞춘 고압력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고체 헬륨은 맨

으로는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크기이며, 압력을 

가함에 따라 30% 정도 부피가 감소될 수 있다. 한, 산

소와 혼합하면 류에 한 헬륨의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헬륨은 높은 압력하에서 숨쉴 수 있는 호흡장치 등에 사

용되고 있으며 헬륨의 함량을 분석하여 운석과 암석의 연

를 측정하기도 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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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과정  음성분석 방법의 용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헬륨가

스가 조음기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해 본교에 재학 인 20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을 상으로 피실험자 집단을 구성하고 동일한 입력 

장치와 환경하에서 헬륨가스를 흡입하기 과 후의 음성

을 각각 실험 자료로 수집하 다. 실험 자료 수집 환경은 

아래 <표 1>과 같다.

음성 수집 시간 15:00 ～ 15:30

음성 수집 장치 SONY ICD-SX67

실험 문장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헬륨 흡입량 0.07L

<표 1> 실험 환경

   한, 수집된 음성 자료를 기반으로 조음기 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다양한 음성 분석학  요소 기술을 

용하 으며 표본 자료를 상으로 헬륨가스 흡입에 따

른 유의성을 도출한 피치, 지터  스펙트로그램 분석 요

소를 용한 실험을 수행하 다.

   피치는 성 의 떨림을 의미하는 분석 요소로 목소리의 

높이는 음향 으로 f0값으로 나타낸다. 보통 청각 으로 

느끼는 음의 높이를 염두에 두고 피치가 높다 낮다라고 

표 한다. f0는 기본주 수(fundamental frequency)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정서의 변화에 따

라 달라진다. 피치 값은 성 의 진동이 1 에 몇 번 있는

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성 의 크기와 길이, 질량 등에 

향을 받는다. 성 의 크기가 클수록 진동하는 속도가 느리

기 때문에 여성보다 상 으로 큰 성 를 가진 남성의 

피치값은 약 120Hz가 되고 여성은 평균 약 230Hz로 진동

하며 어린 아이는 300Hz 후로 매우 높다[4]. 한, 지터

는 단 시간 안의 발음에서 성 의 진동인 피치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지를 나타내 다. Pitch Perturbation이라고도 

한다. 음성 형 1회 진동에 한 음성 형 3회 진동 길이

의 비율이다. 기본주 수 내 진동시간을 백분율로 표시한

다. 정상 인 음성에서는 변화율이 높지 않지만, 성 에 

결 이 있거나 암조직이 있으면 변화가 많게 된다. 성 의 

질병여부 는 음성 장애의 평가로 지터가 높으면 병 인 

음성으로 단하는데 흔히 사용한다. 지터의 경우 연령의 

증가와 상 이 있다는 연구와 연령의 증가와는 상 이 없

다는 연구가 모두 공존한다. 한 지터는 진동 주 수의 

한 주기가 얼마나 변동  인지를 말하여 주는데, 청지각

으로 목 쉰소리와 거친 소리에 련이 많다[5][6].

   마지막으로 각각의 성분음 상은 청각 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 수와 진폭의 크기만을 나타

낸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며 스펙트럼 정보를 시간 마

다 나타내게 되면 스펙트로그램이 된다. 스펙트로그램에서

는 스펙트럼의 정 을 표시하게 되어 시간축에서 해당 주

수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3차원으로 나타낸다. 음성

형을 스펙트럼 분석을 한 뒤 시계 반 방향으로 90도 

돌려서 주 수축과 진폭축의 치를 바꾸면 아래 (그림 1)

의 하단과 같이 나타나고 스펙트럼 정보에서 진폭 값이 

높은 언덕 부분은 진하게 표시하고 낮은 골 부분은 연하

게 각 시간 마다 연속하여 표시하면 (그림 1)의 상단과 

같이 나타나 있는 스펙트로그램이 된다[6]. 

(그림 1) 스펙트로그램과 스펙트럼 추출 형 

4. 실험  고찰

   본 논문은 헬륨가스 흡입 과 후의 음성을 실험 자료

로 사용하여 음성 분석학  요소 기술의 용으로 조음기

의 변화를 측정, 분석한 연구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

르고 닳도록”이라는 문장을 발성하여 피치, 지터  스펙

트로그램 분석 결과값을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

를 해 본 논문에서의 실험 환경은 Microsoft Windows 

XP Professional 을 운 체제로 사용하 으며 음성 데이

터 수집 장치로는 스테 오 고품질 녹음 모드인 STHQ 

방식의 SONY ICD-SX67을 사용하 고 음성 신호의 비

교․분석을 해 사용한 음성 분석 도구는 Praat 5.0.23의 

Pulses 선정 후 Voice report와 Spectrogram 분석 요소를 

사용하 다[6]. 

   아래 (그림 2)는 실험 자료에서 Pulses 선정 후 Voice 

report를 추출하여 피치와 지터 분석 결과를 측정한 화면

이며 (그림 3)은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한 측정 라미터 

설정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피치와 지터 분석은 실험에 

사용된 체 음성에서 펄스 가 생성된 구간을 선정하여 

해당 구간의 피치 평균값과 지터값을 측정하 다. 한, 

스펙트로그램 분석은 실험 자료를 입력하고 지정한 시간 

간격으로 스펙트럼을 구하여 3차원 그래픽으로 출력하는 

방식을 용하 다. 이때 스펙트럼은 0.005  간격마다 창

을 생성하고 최 주 수는 20000Hz, 시간 간격은 0.002

로 설정하 다. 마지막으로 연속된 신호를 단 된 신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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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여 Fast Fourier Transform(FFT)을 하기 한 창 

모양은 가우시안 창을 사용하 다. 

(그림 2) 피치  지터 분석 결과 측정 화면 

(그림 3) 스펙트로그램 측정 라미터 설정 화면 

   이와 같은 연구 방법을 용하여 헬륨가스 흡입 과 

후의 음성 분석을 실험한 결과를 <표 2>에서 <표 5>로 

나타내었다. 아래 <표 2>와 <표 3>은 남성 피실험자 집

단을 상으로 헬륨가스 흡입 과 후의 피치 평균값과 

지터값 변화를 측정한 것이며 <표 4>와 <표 5>는 여성 

피실험자 집단의 피치 평균값과 지터값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피치 평균(Hz)

흡입 흡입 후 편차

M01 120.544 125.776 5.232

M02 123.66 122.118 -1.542

M03 106.962 105.862 -1.1

M04 117.775 110.589 -7.186

M05 140.025 129.770 -10.255

M06 169.007 158.127 -10.88

M07 129.260 122.728 -6.532

M08 139.739 139.001 -0.738

M09 117.351 116.265 -1.086

M10 124.476 121.338 -3.138

<표 2> 헬륨가스 흡입에 따른 남성 피치값 측정 결과

지터(%)

흡입 흡입 후 편차

M01 2.171 3.069 0.898

M02 2.140 2.237 0.097

M03 1.743 2.205 0.462

M04 2.423 2.612 0.189

M05 1.800 2.042 0.242

M06 1.173 1.405 0.232

M07 1.946 1.779 -0.167

M08 1.789 2.357 0.568

M09 1.813 1.918 0.105

M10 1.492 1.532 0.04

<표 3> 헬륨가스 흡입에 따른 남성 지터값 측정 결과

피치 평균(Hz)

흡입 흡입 후 편차

F01 212.663 210.179 -2.484

F02 188.428 183.723 -4.705

F03 210.918 187.512 -23.406

F04 229.282 224.909 -4.373

F05 221.374 242.389 21.015

F06 233.179 290.505 57.326

F07 228.236 225.107 -3.129

F08 239.033 234.215 -4.818

F09 240.15 234.872 -5.278

F10 181.151 178.451 -2.7

<표 4> 헬륨가스 흡입에 따른 여성 피치값 측정 결과

지터(%)

흡입 흡입 후 편차

F01 1.205 1.995 0.79

F02 2.036 1.191 -0.845

F03 1.354 1.622 0.268

F04 1.479 1.504 0.025

F05 1.599 1.602 0.003

F06 1.24 2.313 1.073

F07 1.196 1.519 0.323

F08 1.411 1.612 0.201

F09 1.531 1.586 0.055

F10 1.64 1.672 0.032

<표 5> 헬륨가스 흡입에 따른 여성 지터값 측정 결과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남성 피실험자 집단에서

는 헬륨가스를 흡입했을 때 90%가 피치 평균값이 감소하

으며 지터값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 여성 피

실험자 집단에서도 헬륨가스를 흡입했을 때 80%가 피치 

평균값이 감소하 으며 90%가 지터값이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기보다 가벼운 헬륨가스를 흡입했

을 경우 도가 작은 헬륨가스로 인해 성  진동이 감소

하고 이로 인해 목소리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음

성 주 수가 변하면서 발음의 불규칙성이 나타나게 되어 

지터값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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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02의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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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04의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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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M07의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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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F03의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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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F05의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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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F08의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도 

   (그림 4)에서 (그림 9)는 피실험자 집단의 헬륨가스 흡

입 과 후의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를 좌측과 우측으로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에서 헬륨가스 흡입 보다 후의 

스펙트로그램 분석 결과가 흐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헬륨가스로 인해 음성 에 지 도

가 작아지고 이로 인해 에 지가 분산되어 결과 으로 가

벼운 목소리로 발성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5. 결론

   최근 들어 헬륨(He)가스는 공기보다 가볍고 비활성 기

체이기 때문에 폭발하기 쉬운 수소 신에 비행선, 풍선, 

애드벌룬 등에 리 사용되고 있으며 심해 잠수부의 산소

통에 사용되던 질소가스보다 헬륨가스가 액에 한 용

해도가 작아 잠수병을 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체제로 

이용되고 있다. 한, 헬륨가스는 도가 작아 목소리의 

음이 높아지는 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용한 목소리 변

조에도 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헬륨가스는 명료도가 

낮은 ‘squeaky voice’를 유발하므로 비정상 인 음성에 

한 해석  인지가 문제 으로 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헬륨가스가 조음기 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기 해 음성학  분석 요소 기술을 용하

여 헬륨가소 흡입에 따른 음성 요소의 변화를 측정, 분석

하는 실험을 수행하 다. 이를 해 헬륨가스를 마시기 

과 후의 음성을 수집하여 피치, 지터  스펙트로그램 분

석 요소 기술을 용한 측정 실험을 통해 결과값의 비교, 

분석을 연구하 다. 실험 결과에서 부분의 피실험자가 

피치값 감소, 지터값 상승  스펙트로그램 도 감소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도가 작은 헬륨가스로 인해 성  

진동이 감소하고 음성 에 지가 분산되어 고유의 음성 패

턴이 변하면서 가벼운 목소리가 발성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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