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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비동은 얼굴에서 뼈 속에 존재하는 공기로 가득 찬 빈 공간이다. 그러나 부비동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고

름이 차면 축농증으로 발병하여 두통과 무기력증을 호소하고 음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부 

자극을 통해 부비동의 변화를 음성분석 요소로 측정하여 부비동 관련 질환을 예측하는 연구와 전두동, 사골동, 상악

동, 접형동으로 구성된 부비동의 영역별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부비동 영역에 냉찜질 자극

을 시행하고 자극 전과 후의 음성에 대한 포먼트주파수를 측정하여 상호간의 상관성 분석을 통해 외부 자극이 부비

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BSTRACT

Paranasal sinuses of the empty space is filled with air that exists in the bones in the face. However, the pus becomes 
inflamed paranasal sinuses sinusitis onset brings the voice of change, and complained of headaches and lethargy. 
Therefore, in this paper, paranasal sinuses related diseases to predict voice analysis parameter as measured by changes 
in paranasal sinuses through external stimuli is investigated and carried out a study to analysis the function consisting 
of the frontal sinus, ethmoid sinus, maxillary sinus, sphenoid sinus. From this, cold pack stimulation in the paranasal 
sinus area for stimulation before and after voice was performed by measuring formant frequency and external stimuli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of the mutual impact on paranasal sinuses were analyzed.

키워드 : 부비동, 음성분석, 포먼트주파수, 냉찜질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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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얼굴에서 코를 중심으로 뼈 속에 빈 공간이 존재한

다. 이를 부비동 또는 공동(Sinuses)이라 하며 공기가 차

야 하는 부비동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고름이 차면 만성 축농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음성의 변화를 가져온다. 이러한 부비동의 구조는 공기

를 담는 공간으로 두개골의 무게를 줄여주고,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소시켜 눈과 귀의 손상으로부터 보

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갑작스런 압력 변화에 대

체해주며 공기 중의 분자가 접촉하는 표면적을 넓게 해

주고 인체 내로 들어오는 공기를 적절하게 조절해주어 

미각, 후각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

은 인체 보호의 근본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부비동으로 

인해 목소리는 풍부한 울림을 지니며 타인과 구분되는 

개인만의 독특한 음성 특징을 갖게 된다[1, 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접형

동으로 구성된 부비동과 포먼트주파수와의 상관성 분

석을 통해 음성 분석으로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접형

동의 기능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접형동으로 이루어진 부

비동 중 안면에서 직접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전두동, 사
골동, 상악동 영역에 얼음찜질을 시행하고 얼음찜질 자

극 전과 후의 음성을 수집하여 포먼트주파수를 측정하

는 포먼트주파수 분석 기법을 적용한 실험을 수행하고

자 한다. 최종적으로 얼음찜질 자극 전과 후의 포먼트

주파수 측정 결과값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얼음찜질 

자극이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고자 한다. 

Ⅱ. 부비동과 공명강

부비동은 코 주위의 얼굴 뼛속 빈 공간을 의미한다. 
이를 공동이라고도 하며 위치에 따라 상악동, 전두동, 
사골동, 접형동으로 구분한다. 상악동은 가장 크고 양

쪽 눈 밑 광대뼈의 빈 공간을 말하며, 전두동은 눈 위 앞

이마 속 빈 공간을 말하고, 사골동은 위쪽 콧등과 눈 사

이 빈 작은 벌집형태의 공간을 말한다. 접형동은 코 제

일 안쪽 뇌와 인접한 공간으로 각각 두 개씩 모두 여덟 

개가 존재한다. 이러한 부비동은 점막으로 덮여 있으며 

공기가 통하는 곳으로 에어 및 습기 필터 역할을 하고 

코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 코 분비물이 생기면 코 쪽

으로 배출하게 된다[3, 4]. 부비동에 바이러스나 박테리

아 감염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점액 분비물이 차게 

되고 코막힘 증상, 뺨도 막힌 듯한 느낌, 답답한 눈, 두
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5].

그림 1. 부비동 구조

Fig. 1 Paranasal Sinuses Structure

공명이란 어떤 소리에 반응하여 증폭되어 울리는 것

을 의미한다. 성대에서 울리는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

에 불과하다. 소리의 싹이라고 불리우는 이 소리로는 

음악적인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아주 작은 소리에 불과

하므로 소리를 증폭, 확대 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공명

강이라는 얼굴의 울림통을 통하여 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공명이라고 한다. 공명기관 즉 공명강들은 모두 

딱딱한 뼈에 둘러싸여 있고 속은 텅 비어 소리를 잘 울

릴 수 있다. 실제 인체해부나 해골을 보면 이 부위가 동

굴처럼 속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동굴에

서 노래할 때의 소리 울림을 생각하거나, 첼로와 기타

의 속이 비어있는 딱딱한 울림통을 생각하면 된다. 성
대에서 나온 소리는 인두강에서 1차로 증폭되고 구강을 

통해서 더욱 증폭, 조정된다. 이 때 비강과 그 주위의 공

명기관들을 함께 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공

명원리이다. 노래나 말은 성대의 부속기관을 이용하지

만, 노래는 공명기관을 활용하고 말은 일종의 발음규칙

인 모음의 조절기관을 주로 활용한다. 따라서 좋은 노

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공명을 잘 만들어야 하고, 좋은 

스피치를 구사하려고 한다면 스스로 발음 기관을 잘 통

제하고 조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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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하나의 발음체가 진동하는 울림의 힘을 주위의 

다른 물체가 자극하여 함께 울리는 배음이라고 하는 현

상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배음과 공명은 같

은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공명의 원리에는 2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발성체와 발성체의 서로 간의 상

호작용에 의한 공명이며, 둘째는 발성체와 공명체의 서

로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공명이 있다. 이런 원리에 의

해 공명이 잘된 목소리는 낮게 들리고, 공명이 안 된 소

리는 높게 들리게 된다[6, 7].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명기관 중 부비동 자극에 

의해 음성 특징 변화를 추출하는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

다. 특히, 안면에서 직접 자극할 수 있는 부비동인 전두

동, 사골동, 상악동을 각각 얼음찜질로 자극하고 공진 

주파수인 포먼트주파수 변화를 측정하여 부비동과 포

먼트주파수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자 한다.

Ⅲ. 음성신호 분석 기술 적용

인체 내부에는 소리가 진동할 수 있는 관처럼 생긴 모

양의 성도(Vocal track)가 있어 공기가 이 부분을 지날 

때 소리가 생성되며 말단(성대, 혀, 이빨, 입술) 등에 의

해서 최종음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성도의 공명을 포먼

트라 하며 이곳에서 생성되는 파형을 포먼트주파수라 

한다. 즉, 성도의 공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파수

를 띠 영역으로 세밀하게 구분하여 그 속의 에너지의 시

간 변화를 나타낸 것을 스펙트로그램이라 하며 스펙트

로그램에서 검게 표현된 곳에 에너지가 큰 것이며 성도

에서 공명한 주파수에 해당한다. 또한, 포먼트는 음형대

라는 말로도 사용되는데 이는 특정 주파수대에서 에너

지가 응집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주로 광역 스펙트로그

램에서 살펴본다. 즉, 모음은 각각 고유의 포먼트 분포

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분포를 가지고 해당 모음을 눈으로 

추측할 수 있다. 포먼트주파수에서 낮은 주파수부터 제 

1 포먼트(formant 1), 제 2 포먼트(formant 2), 제 3 포먼

트(formant 3) 등으로 분류한다[8, 9]. 
이와 같이 음성 분석에 대한 파라메터 중에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때 포

먼트 분석 요소를 사용한다. 실험에서 사용한 포먼트주

파수 분석 기술은 음성분석 프로그램인 Praat에서 사용

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포먼트주파수는 음

성 신호의 LPC(Linear Predictive Coefficient)를 이용해

서 추출할 수 있다. LPC는 현재의 출력음성 신호를 과거

의 입력 신호와 과거의 출력 신호와의 선형적 결합에 의

해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음성발생모델과 연관이 있어

서 음성에 관한 특징을 적은 수의 파라메터만으로 표현

할 수 있고 정확도와 계산속도면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

이고 있다[10, 11].
즉, 음성의 일정구간을 N개의 표본으로 나누면 음성 

신호 s(1),……,s(N)에서 한 시점의 음성 신호 s(n)을 그 

이전 M(M<N)개의 신호 s(n-1),……,s(n-M)에 의해 다

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1)

 




  




    (2)

위의 수식 (1)과 (2)에서 s(n)은 음성 신호이며 는 

예측계수이고 M은 예측차수이고 e(n)은 예측오차를 의

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LPC 값을 이용해서 포먼트주파

수 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역필터 A(z)의 근을 계산하여 

포먼트주파수와 대역폭의 모든 후보를 추출할 수 있으

며 어떤 복소근 z에 대한 대역폭 와 주파수 는 s-평
면에서 z-평면으로의 변환에 의해 얻어진다.

                                     (3)

여기서  ±이고  ± 는 

복소근의 실수부와 허수부로 정의된다. 그러면 포먼트

는 수식 (4)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대역폭은 수식 (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tan


                    (4)




l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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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포먼트주파수 6 포먼트주파수 7 포먼트주파수

얼음찜질
편차

얼음찜질
편차

얼음찜질
편차

전 후 전 후 전 후

M01 3765.6 3861.0 95.4 4690.4 4542.9 -147.5 6830.3 6904.1 73.8

M02 3679.0 3784.4 105.4 4527.0 5897.3 1370.3 5910.9 6144.4 233.5

M03 3865.6 3939.1 73.5 5821.0 5984.6 163.6 6879.2 6815.8 -63.4

M04 4257.4 4315.1 57.7 4752.6 4925.7 173.1 6508.7 6020.1 -488.6

M05 4001.5 4120.9 119.4 4907.4 4904.2 -3.2 6794.8 6693.4 -101.4

M06 4033.9 4115.0 81.1 5207.4 5723.7 516.3 6430.7 6606.6 175.9

M07 3918.4 3846.0 -72.4 4815.0 4731.0 -84.0 6977.5 7031.3 53.8

M08 3529.8 3633.6 103.8 5641.3 5871.3 230.0 6900.2 6889.9 -10.3

M09 3718.4 3949.4 231.0 5863.0 5135.2 -727.8 7126.9 6606.2 -520.7

M10 3970.2 3993.3 23.1 4766.3 4685.1 -81.2 6238.9 6447.3 208.4

M11 4025.4 4086.0 60.6 5012.4 5034.8 22.4 6641.2 6538.2 -103.0

M12 3942.5 3980.4 37.9 5348.4 5394.0 45.6 6105.8 6185.9 80.1

M13 3569.7 3648.2 78.5 4862.5 4810.4 -52.1 6248.4 6327.1 78.7

M14 4128.6 4145.3 16.7 5127.4 5034.8 -92.6 6348.5 6291.8 -56.7

M15 3925.0 4034.7 109.7 4938.6 5128.5 189.9 6728.9 6809.4 80.5

표 1. 전두동 얼음찜질 전/후의 제 5, 6, 7 포먼트주파수 측정 결과

Table. 1 Five, six and seven Formant Frequency Measurement Result of Frontal Sinus Ice Pack Before/After

Ⅳ. 실험 및 고찰

4.1. 실험 결과 및 분석

본 논문에서는 부비동 중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이 

음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진 주파수인 포먼트주파수 분

석 기법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부비동 질환이 없는 20대 남성 15명을 대상으로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에 얼음찜질로 자극을 가한 후 

음성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참여한 20대 남성 15명은 사전에 실험 내용 

및 방법, 과정 등에 대한 일체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피실험자 집단을 구성하

였다.
실험 방법은 평상시 음성을 수집하고 전두동에 얼음

찜질을 시행한 후 음성을 수집하여 포먼트주파수 분석 

기법을 적용한 음성 변화의 비교, 분석 실험을 수행하

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골동과 상악동에 대한 얼

음찜질 자극 후의 음성을 수집하여 동일한 실험을 수행

하였다. 

얼음찜질 자극은 10분간 얼음으로 부비동에 자극시

키고 다시 마사지하는 것을 반복 수행하여 부비동에 냉

찜질 자극를 주었으며 실험 음성은 “아 예 이”라는 발음

을 1초 이상 끊어서 발성하도록 하였다. 표 1에서 표 3은 

평상시 음성과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부위의 얼음찜질 

자극 후의 포먼트주파수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두동 얼음찜질 자극 후에, 

피실험자의 93.3%가 제 5 포먼트주파수 측정값이 증가

하였으며 제 6, 7 포먼트주파수 측정값은 유의성을 도

출하지 못했다. 또한, 사골동 얼음찜질 자극 후에, 피실

험자의 86.7%가 제 7 포먼트주파수 측정값이 증가하였

으며 제 5, 6 포먼트주파수 측정값은 유의성을 도출하

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상악동 얼음찜질 자극 후에, 피
실험자의 86.7%가 제 6 포먼트주파수 측정값이 증가하

였으며 제 5, 7 포먼트주파수 측정값은 유의성을 도출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두동은 제 5 포먼트주파수

와 연관되어 있고 상악동은 제 6 포먼트주파수와 연관

되어 있으며 사골동은 제 7 포먼트주파수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 포먼트주파수 6 포먼트주파수 7 포먼트주파수

얼음찜질
편차

얼음찜질
편차

얼음찜질
편차

전 후 전 후 전 후

M01 3765.6 3782.9 17.3 4690.4 4712.6 22.2 6830.3 7012.6 182.3

M02 3679.0 3748.2 69.2 4527.0 4869.8 342.8 5910.9 6154.0 243.1

M03 3865.6 3812.6 -53.0 5821.0 5926.7 105.7 6879.2 6642.5 -236.7

M04 4257.4 4318.2 60.8 4752.6 4698.5 -54.1 6508.7 6573.6 64.9

M05 4001.5 3895.4 -106.1 4907.4 4958.6 51.2 6794.8 6712.5 -82.3

M06 4033.9 3995.1 -38.8 5207.4 5398.5 191.1 6430.7 6642.5 211.8

M07 3918.4 3842.6 -75.8 4815.0 4869.2 54.2 6977.5 6824.3 -153.2

M08 3529.8 3604.2 74.4 5641.3 5773.2 131.9 6900.2 6729.6 -170.6

M09 3718.4 3868.7 150.3 5863.0 5924.5 61.5 7126.9 7048.6 -78.3

M10 3970.2 3869.4 -100.8 4766.3 4706.9 -59.4 6238.9 6328.9 90.0

M11 4025.4 4106.7 81.3 5012.4 5124.9 112.5 6641.2 6724.5 83.3

M12 3942.5 3867.9 -74.6 5348.4 5394.2 45.8 6105.8 6328.1 222.3

M13 3569.7 3552.6 -17.1 4862.5 4957.6 95.1 6248.4 6285.4 37.0

M14 4128.6 4193.7 65.1 5127.4 5184.3 56.9 6348.5 6294.8 -53.7

M15 3925.0 3982.6 57.6 4938.6 4992.6 54.0 6728.9 6812.3 83.4

표 3. 상악동 얼음찜질 전/후의 제 5, 6, 7 포먼트주파수 측정 결과

Table. 3 Five, six and seven Formant Frequency Measurement Result of Maxillary Sinus Ice Pack Before/After

5 포먼트주파수 6 포먼트주파수 7 포먼트주파수

얼음찜질
편차

얼음찜질
편차

얼음찜질
편차

전 후 전 후 전 후

M01 3765.6 3748.2 -17.4 4690.4 4582.5 -107.9 6830.3 6948.3 118.0

M02 3679.0 3754.1 75.1 4527.0 4923.4 396.4 5910.9 6138.4 227.5

M03 3865.6 4005.2 139.6 5821.0 5967.8 146.8 6879.2 6931.7 52.5

M04 4257.4 4326.8 69.4 4752.6 4706.2 -46.4 6508.7 6582.6 73.9

M05 4001.5 3946.8 -54.7 4907.4 4928.6 21.2 6794.8 6692.4 -102.4

M06 4033.9 4124.8 90.9 5207.4 5483.6 276.2 6430.7 6597.2 166.5

M07 3918.4 3632.7 -285.7 4815.0 4724.3 -90.7 6977.5 7042.5 65.0

M08 3529.8 3598.2 68.4 5641.3 5782.6 141.3 6900.2 6924.5 24.3

M09 3718.4 3960.8 242.4 5863.0 5340.9 -522.1 7126.9 7158.6 31.7

M10 3970.2 3846.5 -123.7 4766.3 4821.5 55.2 6238.9 6384.8 145.9

M11 4025.4 3985.2 -40.2 5012.4 5084.6 72.2 6641.2 6529.5 -111.7

M12 3942.5 3962.4 19.9 5348.4 5214.7 -133.7 6105.8 6208.5 102.7

M13 3569.7 3538.1 -31.6 4862.5 4925.3 62.8 6248.4 6349.3 100.9

M14 4128.6 4106.5 -22.1 5127.4 4993.8 -133.6 6348.5 6372.4 23.9

M15 3925.0 4012.8 87.8 4938.6 4906.2 -32.4 6728.9 6834.2 105.3

표 2. 사골동 얼음찜질 전/후의 제 5, 6, 7 포먼트주파수 측정 결과

Table. 2 Five, six and seven Formant Frequency Measurement Result of Ethmoid Sinus Ice Pack Befo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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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통계 분석

본 논문에서는 부비동의 각 영역에 대한 얼음찜질 자

극에 의해 유의성을 도출하는 음성 분석 요소를 추출, 
분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값의 통

계적 유의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얼음찜질 자극후의 음성은 얼음찜질 자극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의존적 현상이기 때문에 두 표본의 포먼트주파

수의 평균치 비교 방식을 도입하여 대응 표본 T-검정에 

의한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12]. 
표 4는 전두동 얼음찜질 자극 전과 후의 제 5 포먼트

주파수 측정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나타낸 것이며 

표 5는 사골동 얼음찜질 자극 전과 후의 제 7 포먼트주

파수 측정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마찬가지로, 표 6은 상악동 얼음찜질 자극 전과 후의 제 

6 포먼트주파수 측정 결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얼음찜질 전 얼음찜질 후

평균 3888.733333 3963.493333

피어슨 상관 계수 0.947419134

t 통계량 -4.443857114

P(T<=t) 단측 검정 0.000277957

t 기각치 단측 검정 1.761310115

P(T<=t) 양측 검정 0.000555915

t 기각치 양측 검정 2.144786681

표 4. 전두동과 제 5 포먼트주파수의 통계 분석

Table. 4 Statistics Analysis of Frontal Sinus and Five 
Formant Frequency

얼음찜질 전 얼음찜질 후

평균 6578.06 6646.326667

피어슨 상관 계수 0.97011309

t 통계량 -2.92777897

P(T<=t) 단측 검정 0.005509956

t 기각치 단측 검정 1.761310115

P(T<=t) 양측 검정 0.011019911

t 기각치 양측 검정 2.144786681

표 5. 사골동과 제 7 포먼트주파수의 통계 분석

Table. 5 Statistics Analysis of Ethmoid Sinus and Seven 
Formant Frequency

얼음찜질 전 얼음찜질 후

평균 6578.06 6646.326667

피어슨 상관 계수 0.97011309

t 통계량 -2.92777897

P(T<=t) 단측 검정 0.005509956

t 기각치 단측 검정 1.761310115

P(T<=t) 양측 검정 0.011019911

t 기각치 양측 검정 2.144786681

표 6. 상악동과 제 6 포먼트주파수의 통계 분석

Table. 6 Statistics Analysis of Maxillary Sinus and Six 
Formant Frequency

통계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두동 자극에 따른 

제 5 포먼트주파수 측정 결과의 평균값은 3888.733에서 

3963.493으로 증가하였으며 P(T<=t) 양측 검정 통계량 

결과는 0.000555915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낮게 분석

되었다. 또한, 사골동 자극에 따른 제 7 포먼트주파수 측

정 결과의 평균값은 6578.060에서 6646.327로 증가하

였으며 P(T<=t) 양측 검정 통계량 결과는 0.011019911
로 유의수준인 0.05보다 낮게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상악동 자극에 따른 제 6 포먼트주파수 평균값은 

5085.380에서 5166.140으로 증가하였으며 P(T<=t) 양
측 검정 통계량 결과는 0.00600827로 유의수준인 0.05
보다 낮게 분석되어 모든 실험 결과의 검정 통계량이 유

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두성 즉 얼

굴의 공명강에 대해서 연구해 보았다. 공명강이란 인체

에서 나오는 성대의 공기 흐름에 의하여 인체의 음성을 

울림통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울림통이 울리면서 음을 

조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에 대해 

포먼트주파수의 값에서 확실한 수치값이 없었으므로 

본 실험을 통해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얼굴의 공명강 중에 전두동, 사골동, 상악동 영역에 

대한 포먼트주파수를 추출하기 위해 각 공명강의 해당

되는 울림통을 얼음찜질로 차갑게 하여 포먼트주파수

값에 변화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값에서는 전두동에

서의 5 포먼트주파수 측정값이 90%가 상승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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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 포먼트주파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두동은 5 
포먼트주파수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

골동에서는 7 포먼트주파수 측정값이 80%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7 포먼트주파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사골동은 7 포먼트주파수와 상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

다. 마지막으로 상악동에선 6 포먼트주파수 측정값이 

변화를 보인다. 이 또한 80%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6 포먼트주파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실험 결과값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포먼트주파수와 

부비동의 영역별 상관성을 분석할 수 있었으며 포먼

트주파수에 대한 변화를 더욱 세밀하게 측정, 분석하

여 포먼트주파수에 대한 인체 기관별 연관성을 보다 

체계적이고 신빙성있는 결과로 도출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음성 분석을 

통한 부비동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면 부비동 관련 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예방

이 가능한 재택형 의료 서비스 환경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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