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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재는 2018 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 “This work was supported by Korea Foundation for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Korea government(MOE)”

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Q. 이 프 로 그 램 은 어 떤 프 로 그 램 인 가 요 ?
제목

물질과 소리 분석

유형

첨단제품 활용형

세부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요구환경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가능, 앱 설치를 위한 무선 인터넷 필요

재료구입

없음

난이도

활용 가능성

중하 / 간단한 앱 설치 및 활용
과학 및 음악 교과 뿐만 아니라 규칙성을 주제로한 국어, 수학 등
교과 연계 가능
‘앱 (App)을 활용한 소리 다큐 – 규칙성과 불규칙성’ STEAM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적을 적용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개발자 추천의 글

대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첨단제품을 활용으로 스마트 단말을 활용하여 소리를 주제로 음악을
설계하고 발표할 때 창의적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활용안내
- 본 프로 그 램은 교사 용과 학 생용 교재 로 제 공됩 니 다.
- 교 사용 교 재는 학교 현장 에 서 선 생님 들께 서 손 쉽 게 사 용하 실 수 있 도록 자세 히
안 내하 였습 니다 .
- 지 도 안 에 [삼 화 학 습 ]란 을 통 해 학 급 의 필 요 와 수 준 에 맞 게 지 도 할 수 있 도 록
하 였습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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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개요
! 이 프로그램은 첨단제품 활용형 융합인재교육(STEAM)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학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우주 초기 원소(생성), 태양계에서의 원소 생성’의 학습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 프로그램이
다. 학생들이 지우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구성 원소들을 분광기를 활용하여 분석하여 본다.
! 이를 통해 과학적 사고로 탐구하고 첨단 제품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분석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예술적 활동으로 체험하게 함으로 과학의 즐거움과 성공의 기쁨을 체험
하도록 한다.
! 본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생 개개인이 첨단기기의 기술 주체자가 되어 원리를 파악하는 과학적 시
각을 갖도록 도우며, 자신만의 규칙 원리를 세우고 이를 이용한 규칙성과 불규칙성을 포함한 비트
음악 등을 창작해봄으로 규칙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소재로 인식하고 과학기술을 사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학습 목표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 우주 토기 원소(생성), 태양계에서의 원소 생성
!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구성 원소들이 우주 초기부터의 과정을 거쳐 형성됨을 물질에서 방출되는 빛
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
! 표현 – 소리의 상호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적정기술과 융합되어 예술로 전환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미래 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과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

■ STEAM 과목 요소
! S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함
! A : 음악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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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과
프로그램명

물질과 소리 분석

학교급

고등학교

차

(차시대체형)

시

총 2시

!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
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영
을 기른다.
-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자연 현상을 탐구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한다.
-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교육목표

- 과학 학습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행 학습 능력을 기른다.
!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개발을 통해 자기 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의 다원적 가치 인식을 통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통 능력을 지닌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 활동과 경험을 한다.
- 음악의 사회적·문화적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다양한 음악을 비평한다.
- 음악적 활용과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고, 음악 애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관련교과

과학, 음악
내용요소: 물질과 규칙성과 결합 – 우추 초기 원소(생성), 태양계에서 원소 생성
성취기준:
[10통과01-01]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구성 원소들이 우주 초기부터의 진화
과학

과정을 거쳐서 형성됨을 물질에서 방출되는 빛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
- 분광기를 활용하여 수소와 선스펙트럼을 관찰하고 이를 우주 전역의 선스펙트럼을 관
찰한 결과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우주 진화에 만들어진 수소와 헬륨이 현제 우주의 주요
구성 원소임을 파악하게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내용요소: 표현 – 소리의 상호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성취기준:
[12음02-01]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여 표현한다.
음악

- 악곡에서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하고 분석하여 소리, 언어, 그림,
신체, 매체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12음02-02] 다양한 종류의 음악을 듣고 음악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 서로 다른 시대, 문화권, 장르 등의 음악을 듣고 음악이 형성된 배경과 음악적 특징
을 이해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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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
□ 상황제시
! 우주의 생성 과정을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추론한다.
! 영화 2001: A Space Odyssey 를 보고 OST 가 실제 오케스트라 연주인지 컴퓨터
음향인지 생각하기
! 소음을 듣고 소리로 이해하기
! 소음과 음악의 파형을 앱을 통해 비교 분석한다.

□ 창의적 설계
! 소음과 고른음 알아보기
! 소음과 고른음의 특징적 차이를 진동, 진폭 수 , 파형 중심으로 분석하기
! 소리의 크기(dB)별 생활 속 소음 알아보기
! 모둠별 다른 장소를 정하고 그곳의 소음을 앱으로 녹취하고 분류하기
! 소음과 음악을 이루는 소리를 분석하고 규칙적 배열을 통해 소음을 음악으로 만들어 본다.

□ 감성적 체험
! 수집하고 분석한 소리(소음)를 다양한 앱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으로 만들기
! 소음을 포함하는 뮤직비디오, 생활 속 알림음, 물건을 표현하는 ‘소리’, 비트박스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사운드 아트 창작하기
! 모둠별 작품을 발표하고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피드백 제공하기
! 기본 원소로부터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 , 기본 소리로부터 음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
접 경험해보는 과정에서 생성 원리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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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계획
<평가기준 – 교사평가용>
○ 관찰 , Q&A, 프로젝트 수행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
영역

상

우주와 태양계의 구성
원소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수업 중에
지식정보
다룬 물질의 규칙성과
처리역량
결합에 관한 과학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음.

창의적
설계

창의적
사고
역량

자기
관리
역량

감성적
체험

우주의 구성 원소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의
원리를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음.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친구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 소통하고 협업함.
과
모둠별로 주어진
공동체 도전과제를 항상 시간
역량
내에 해결함.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교사
및 친구들과 소통과
심미적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감성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역량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평가 척도
중
우주와 태양계의 구성
원소를 대체로 알고
있으며, 수업 중에
다룬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 관한 과학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음.
우주의 구성 원소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의
원리를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제한적이나마
융합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음.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있으며 과제를 해결하려고
대체로 노력함.
새로운 내용을 대체로
배우고 싶어 하며
수업참여도는 보통
수준임.
친구들과 대체로 큰
갈등없이 소통하고
협업함.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대체로
해결하는 편임.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간혹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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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우주와 태양계의 구성
원소를 잘 알지
못하며, 수업 중에
다룬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 관한 과학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함.
우주의 구성 원소와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의
원리를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설명할
수 없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함.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과제해결을 위한 끈기가
부족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수업참여에도 소극적임.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거의
나타나지 않음

<평가기준 – 동료/자기평가용>
○ 자기 /동료 프로젝트 수행 평가기준

평가
방법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평가
분야

감성적
체험
·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
창의적
설계

평가
영역

평가기준

자기관리
역량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듬 활동에 참여하였는
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물질과 생명의 탄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설계하
였는가?

지식정보
처리역량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 정
밀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
루어졌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물질과 생명의 탄생의 원리를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설계
하였는가?

평가 척도
상

중

하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우주와 태양계의 구성 원소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수업 중에 다룬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에 관한
과학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음.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함.
소리와 관련된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였다. 조별활동을 통해 소음을 이용한 사운드 아트를 설계하여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융합적인 사고력을 발휘하였음.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교사 및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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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고등학교 (차시대체)

교사용교재

3. STEAM 요소

물질과 소리 분석
1차시

원소 생성 , 결합과 소름 분석

수업 주제
관련 교과

원소 생성, 결합과 소음 분석

차시

․ 고등학교 과학 – 원소 생성, 결합

STEA

․ 고등학교 음악 - 음악의 표현

M 요소

1/2
S, A

1. 우주의 은하계와 행성의 생성
수업 목표

2. 우주를 이루는 원소를 발견하기
3. 소리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소음 분석 앱을 활용하여 분석응 시각화 한다.
! 과학적 사고로 탐구하고 첨단 제품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를 분석
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예술적 활동으로 체험하게 함으로

수업 의도

과학의 즐거움과 성공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한다.
! 우주 물질의 생상을 분광기를 통해 분석해보고 원소를 추론하는 것과 같이
일상적인 소음과 같은 소리를 분석해봄으로 그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
적 시각을 갖도록 한다.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 폰

단계

수업

교실

장소

학습내용

(시간)

학습자료
! 은하(EBS
클립뱅크)

! 우주의 은하계와 행성

https://you
tu.be/H5n
AyQgRMD

도입

M

(25분 내외)
주 교과: 과학

그림 8 은하 EBS 클립뱅크

! 은하 계 의
행성
http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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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GoW
8Tf7hTGA

그림 9 은하계의 행성

! 우주를 이루는 원소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 우주의 구성 원소를 추론

! 2001: A
Space
Odyssey
(2‘47“)

그림 10 스펙트럼의 종류

영화 2001: A Space Odyssey 중 일부 감상하기

https://youtu.be/IP412YTxNGA

- 이 곡은 전자음악인가, 어쿠스틱(Acoustic) 음악인가?
답안) 어쿠스틱 음악입니다
- 이 음악의 소재는 무엇인가?
답안) 음괴라는 음의 덩어리입니다. (피아노 건반을 손바닥으로
치는 효과)
- 이 음악에 사용된 악기는 무엇인가?
답안) 오케스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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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의 기보 방법은? (악보 보여줄 것)
답안) 손이나 컴퓨터로 악기마다 음을 지정하여 그려줍니다.
◉ 문제 이해하기:
- 위의 제시된 두 영화에서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모둠별로 나누기
- 소음이 음악이 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하기
- 모둠별로 ‘연주자 없는 음악이 가능할까? Musician일까,
Technician 일까?’라는 주제로 생각 나누기
☞활동 Tip 학급의 수준을 고려하여 심화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
다.
참고자료
[심화학습]

에듀넷

! 빅뱅이론

htt p://www.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정확한 답을 찾
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이론 중 하나인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천문학 또는 물리학에서 우주의
처음을 설명하는 우주론인데요, 이 빅뱅 이론에 따르면 아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과 공간이 약 150억 년 전 거
대한 폭발을 통해 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빅뱅 이론은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작은 점에 갇혀 있었다
고 설명합니다. 우주 시간 ‘0초’의 폭발 순간에 그 작은 점으로
부터 물질과 에너지가 폭발하여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고,
이 물질과 에너지가 은하계와 은하계 내부의 천체들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edunet.net/
nedu/cont s
vc/viewWks
tCont. do? m
enu_ id=82&
cont ent s_ id
=f s_ a0000
-20 15- 070
2- 0 000 - 0
00000000

심화학습 자료

약 137억9900만년(±210만 년) 전에 발생한 대폭발을 시작으로 우주 163&sub_cls
가 팽창했다는 이론.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과 s_id=CLSS0
거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한 점에 모여 있었을 것이라 가정하고 그 점 000000363
으로부터 팽창하여 현재 우주가 되었다는 설이다.

&svc_clss_ i
d=CLSS000

빅뱅이 발생했단 것이 현재 이론들 중에서 제일 유력한 건 사실이지만,
빅뱅으로 현재의 우주가 탄생했다는 가설 자체는 도전을 받고 있다. 특
이점에서의 급팽창 자체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빅뱅 이전에도 우주

0055960&c
ontents_ope
napi= totalS
earch&cont

와 물질은 존재했고, 빅뱅으로 물질이 확장되어 나갔을 뿐이라는 이론 ents_ ope na
이 상당히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다. 사실 이 자체로는 큰 문제가 없는 pi=t otalSear
데, 빅뱅 이전에 물질이 존재했다고 가정해도 현재까지 발견된 관측적 ch
증거를 거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빅뱅 이론에서 규명해야 할 빅뱅 이전의 상태에 대한 하나
의 가능성이다.
전개

! Go o g l e

[모둠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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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소음과 음악 비교하기

Sound Analyzer App

P l a y
store
그림 17 Google Play Store(무료)

-

Noise

Meter
! 소음 분석 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15분 내외)

- 소음과 음악(악기)소리의 그래프 형태를 비교하여 모둠별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주 교과: 과학
1. 소음을 듣고 소음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기
소음이란?

-

Sound

Analyzer

⇒ 듣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
은 소리
 활동
1. 소음을 듣고 상상하기
☞활동 Tip 학생들이 소음을 상상하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소리의 3요
소에 맞춰 힌트를 제시합니다.
2. 소음의 유익
- 소음 듣고 범죄현장으로 출발
- 백색소음, 핑크소음, 갈색소음
- 들리지 않는 소음 (초저주파, 초음파)의 활용
3. 소음 수집하는 방법 설계하기
- 소음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악보에 음표로 기록, 글자
로 기록·녹취, 나만의 표기법으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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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로 장소를 정하고 각각 다른 장소의 소음 수집하기
(최종 산출물 준비입니다)
- 소리의 강도와 개략적 실제 소리 비교 (소리와 소음 크기
☞활동 Tip 모둠별 토의: 정리한 자료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
한다.
 활동
2. 사운드 아트 제작을 위한 소음 수집방법 모색 및 녹음 :
모둠별로 다른 장소를 정하고 장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소음
3가지 이상 녹음하기
조건 1. 다음 시간까지 핸드폰에 저장해서 가져오기.
조건 2. 한 가지 소음당 10초 이상 녹음
소음 수집 장소

소음1

소음2

소음3

(예) 도로의 자동차
소리, 화장실 소리,
운동장 응원, 운동
소리, 교실 소리

☞활동 Tip 소음은 장소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 정리]
이 수업을 통해 소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발표해 봅시
다.
1. 소음은 소리이고 충분히 음악적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2. 소음을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녹음 앱을 활용하여 소리
를 채집할 수 있다.
정리

! 2차시

3. 소음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소음을 활용하여 유익한
점들에 대해 연구할 수 있다.

(10분 내외)

업에 사용
할 앱 설치
하기

<차시예고>
다음 수업을 위해 소음을 수집, 분석, 편집하는 앱 설치를 완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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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활동 Tip 학교와 교실 환경이 허락한다면, 소리 편집 소프트웨어를
! Aucacit

설치할 수 있습니다.

y 무료 다
운로드
https://ww
w.audacity
심화학습 자료

team.org/d
ownload/

Aucacity : 무료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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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소음 음악 만들기

수업 주제
관련 교과

원소 생성, 결합

차시

․ 고등학교 과학 – 원소 생성, 결합

STEA

․ 고등학교 음악 - 음악의 표현

M 요소

2/2
S, A

1. 첨단 제품을 활용하여 소리를 분석하고 특징을 찾는다.
수업 목표

2. 소음으로 음악을 만들기
3. 모둠별로 작품을 계획(설계)하고 발표한다.

수업 의도

준비물

!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 폰

단계

수업

교실

장소

학습내용

(시간)

학습자료
! Go o g l e

[모둠별 활동 수업]

P l a y
store

1. 소리의 종류
- 순음(pure tone)과 복합음(complex tone) 설명

-

Noise

소리 진동의 형태에 따라 나뉘고 자연계의 음은 대부분 복합음

Meter

- 복합음은 고른음, 소음으로 나뉨
고른음: 고른음(Musical tone)이란 진동이 규칙적으로 고르게 일어
날 때의 소리로 일정한 음의 높이를 알 수 있으며 정수배 배음을 가짐.
2차시

대부분의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에 속하며 음악에 주로 쓰이는
음.

상황제시
[모둠]

소음: 북소리와 같이 진동이 불규칙하여 복잡한 비율의 배음을 갖게 -

Sound

되어 배음들 간의 불협화로 인해 생긴 시끄러운 음. 자연의 파도나 바 Analyzer
람, 천둥소리 등이 있음.

15분 내외
 선택 활동 1. 우리 주변에서 소음과 고른음을 찾아보자
☞활동 Tip 소음과 고른음의 차이는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선택의 근 ! Z a Z a
거가 타당하면 학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BearBox:
Audio

2. 고른음과 소음의 파형 분석하기
- 소음 분석 앱을 사용하여 소리의 파형을 보고 고른 음과 소음을
구분(소리 시각화)

Mixer,
Recorder,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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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를 참고하여 웹 사용방법 지도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소음

고른음

 필수 활동 2. 소리분석기 앱으로 소음과 고른음 탐색하
기
Maker
☞활동 Tip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한 소음과 고른음의 분석으로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 VivaVide
Sound Analyzer App

o

(뮤직비디오
제작 시 사용)

그림 32 Google Play Store(무료)

! 소음 분석 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 소음과 음악(악기)소리의 그래프 형태를 비교하여 모둠별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모둠]
25분 내외

☞활동 Tip 이번 활동은 소음을 사운드 아트로 설계하는데 중요한 과

! 참조 영상

정입니다.

- ‘Sound of
Noise’

 선택 활동 5. 조별로 수집한 소음 1, 2, 3의 파동 일부분

(2’47”)

을 ‘소리 분석’ 앱을 참고해 그래프로 나타내고 , 소리의 3요소를 https://yout
비교해 보자.

u.be/gDY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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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활동 6. 소음을 소재로 한 사운드 아트 설계하기
- 모둠별로 수집한 소음에 따라 적절한 작품 구상하기
- 구상한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 구상한 작품에 대해 선행 연구자료 조사하기 (모둠 숙제로 제시)
☞활동 Tip 필수 활동 2,4를 참고하여 설계하고 소음을 소재로 만든 4m8VUM?lis
t=PLSXrwiK
작품을 함께 감상하여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돕습니다.
BjvIep90QF
UixS202wW
p7FDuT9

그림 37 ‘Sound of Noise’

 활동 1. 나는 사운드 아티스트
- 다양한 앱을 사용하여 소음 뮤직비디오 만들기
- 비트박스 만들기
[심화학습] 소음으로 음악 만들기
! Aucacit
y 무료 다
운로드
https://ww
w.audacity
team.org/d

심화학습 자료

ownload/

! Aucacity : 무료 다운로드 가능
! 음악 편집프로그램 (Aucacity)을 활용해 녹음된 교실
소음을 편집하여 유의미한 음악을 직접 만들어 본다.
! 모리스 바

[심화학습]
심화학습 자료

! 미니멀 음악(minimal music)

멜의 볼레

- 소리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억제해 패턴화된 음형을 반복시키는 음

로 영상

악. 미니멀 음악은 1960년대 미국에서 태어났다. 대표적인 작곡가로 http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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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 라일리(Terry Riley, 미국), 라 몬테 영(La Monte Young,
미국), 스티브 라이히(Steve Rich, 미국), 필립 글래스(Philip
Morris Glass, 미국)이 있다.
- 모리스 라벨(Maruice Ravel, 프랑스)은 프랑스의 고전 음악 작곡
가이다. 그의 관현악 작품 ‘볼레로’는 반복적인 음형이 계속 나타나며
계산된 배치 속에 점차 확대 발전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tu.be/PUq
QtnszfcQ

그림 41 라벨 ‘볼레로’

[수업 정리]
소리는 들을 수도 있고 주파수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1. 소리는 순음과 복합음으로 나뉘고, 우리 주변의 소리인 복합
음은 다시 소음과 고른음으로 나뉩니다.
2. 소음과 고른음의 파형은 불규칙, 규칙적 반복패턴으로 구별 ! 결과물 발
됩니다.
정리

표

3. 소리의 3요소는 음높이, 크기 , 음색입니다.
! 교사 / 동료
! 편집한 음악의 제목, 의미 등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자기
가

! 주변에서 쉽게 듣는 소리를 분석하고 특징을 설명한다
- 소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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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진로 탐구
소리를 만드는 미래 직업탐구
: 사운드 디자이너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를 디자인하고 만드는 사람.
사운드 디자이너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휴대전화와 텔레비전, 냉장고 등 전자제품부터 자동차 같은 운
송수단에 이르기까지 각종 제품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1)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는 일
소리가 상품의 이미지나 가치를 좌우할 수도 있으므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각자 브랜드 고유의 소리
를 만드는 데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많은 소리 중 불쾌한 소리를 제거하
는 일도 역시 사운드 디자이너의 일이다.

<BMW코리아 제공>

2)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사운드를 만드는 작업 자체가 음악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에서 작곡, 기계공학, 전자 ·전자공학 등의 엔지니어 등이 관련 전공이지만 소리에 대한 작은 궁
금증과 다양한 음악을 즐겨듣는 것, 좋은 소리에 관한 관심과 시도가 가장 중요한 사운드 디자이너의
자질이다.
3) 사운드 디자이너의 미래
사운드 디자이너는 보통 제조 대기업에 소속된 경우가 흔하다. 전자회사의 경우 텔레비전과 오디오, 스
마트폰 등 다양한 제품군 별로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활약하고 있다. 자동차회사도 사운드 디자이너를
많이 찾는다. 특정 회사에 매이지 않고 독립된 스튜디오에서 일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사운드 디
자이너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운드 디자이너 - 물건의 ‘소리’를 만드는 사람 (직업의 세계)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22&contents_id=5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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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활동지]

아름다운 소음 활동지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지

[수업 활동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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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용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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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교재

1 차시

원소 생성 , 결합과 소름 분석

학습내용

! 우주의 은하계와 행성

그림 69 은하 EBS 클립뱅크

그림 70 은하계의 행성

! 우주를 이루는 원소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 스펙트럼 관찰을 통해 우주의 구성 원소를 추론

그림 71 스펙트럼의 종류

영화 2001: A Space Odyssey 중 일부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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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IP412YTxNGA

- 이 곡은 전자음악인가, 어쿠스틱(Acoustic) 음악인가?

- 이 음악의 소재는 무엇인가?

- 이 음악에 사용된 악기는 무엇인가?

- 이 곡의 기보 방법은? (악보 보여줄 것)

◉ 문제 이해하기:
- 위의 제시된 두 영화에서의 공통점과 다른 점을 모둠별로 나누기
- 소음이 음악이 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하기
- 모둠별로 ‘연주자 없는 음악이 가능할까? Musician일까, Technician 일까?’라는 주제로 생각 나누기

<활동1> 소음과 음악 비교하기

Sound Analyzer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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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 Google Play Store(무료)

! 소음 분석 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 소음과 음악(악기)소리의 그래프 형태를 비교하여 모둠별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1. 소음을 듣고 소음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기
소음이란?

 활동

1. 소음을 듣고 상상하기

2. 소음의 유익

3. 소음 수집하는 방법 생각하기

 활동 2. 사운드 아트 제작을 위한 소음 수집방법 모색 및 녹음 : 모둠별로 다른 장소를

정하고 장소의 특징을 나타내는 소음 3가지 이상 녹음하기
조건 1. 다음 시간까지 핸드폰에 저장해서 가져오기.
조건 2. 한 가지 소음당 10초 이상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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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수집 장소

소음1

소음2

(예) 도로의 자동차
소리, 화장실 소리,
운동장 응원, 운동
소리, 교실 소리

☞활동 Tip 소음은 장소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 정리]
이 수업을 통해 소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발표해 봅시다.

<차시예고>
다음 수업을 위해 소음을 수집, 분석, 편집하는 앱 설치를 완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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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3

2차시

소음 음악 만들기

학습내용
[모둠별 활동 수업]
1. 소리의 종류

 선 택 활동 1. 우리 주변에서 소음과 고른음을 찾아보자
2. 고른음과 소음의 파형 분석하기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소음

고른음

 필수 활동 2. 소리분석기 앱으로 소음과 고른음 탐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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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Analyzer App

! 소음 분석 앱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리의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한다
- 소음과 음악 (악기 )소리의 그래프 형태를 비교하여 모둠별로 정리하여 발표한다.

 선택 활동
조별로 수집한 소음 1, 2, 3의 파동 일부분을 ‘소리 분석’ 앱을 참고해 그래프로 나타내고, 소리의
3요소를 비교해 보자.

 필수 활동
소음을 소재로 한 사운드 아트 설계하기

 활동
나는 사운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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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정리]
! 소리는 들을 수도 있고 주파수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 편집한 음악의 제목, 의미 등을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

! 주변에서 쉽게 듣는 소리를 분석하고 특징을 설명한다
- 소리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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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목록
! 과학기술·예술 융합(STEAM) 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2011)
!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자료집, 한국과학창의재단(2011)
! 이돈응 저, <무대음향>, 무대음향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교보문고(2008)
! 은하(EBS 클립뱅크)
https://youtu.be/H5nAyQgRMDM
! 은하계의 행성 (유튜브)
https://youtu.be/GoW8Tf7hTGA
! 2001: A Space Odyssey
https://youtu.be/IP412YTxNGA

! 빅뱅이론(에듀넷)
http://www.edunet.net/nedu/cont svc/viewWkstCont.do?menu_id=82&cont ent s_id=fs_a0000
-2015-0702-0000-000000000163&sub_clss_id=CLSS0000000363&svc_clss_id=CLSS00
00055960&cont ents_openapi=totalSearch&content s_openapi=totalSearch

! Google Play store - Noise Meter, Sound Analyzer, ZaZa BearBox, VivaVideo
! Aucacity 무료 다운로드
https://www.audacityteam.org/download/
! 참조 영상 - ‘Sound of Noise’ (2’47”)
https://youtu.be/gDYBK4m8VUM?list=PLSXrwiKBjvIep90QFUixS202wWp7FDuT9
! 모리스 바멜의 볼레로 영상
https://youtu.be/PUqQtnszfcQ
! 사운드 디자이너(경향신문)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7808&cid=58886&categoryId=58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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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App) 을 활용한 소리 다큐 : 첨단제품 활용형 - 중고

STEAM 프로그램 연구 ․ 개발자
연구 개발
이돈응(서울대학교, 연구책임자)
고병오(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황동옥(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신선희(서울대학교 예술과학센터)

교재 개발
중학교(자유학기제형, 차시대체형) : 이정희(정의여자중학교),
김희영(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고등학교(차시대체형) : 배경석(중산고등학교), 조명곤(인천교육청)

자문
이명구(광신중학교), 박승빈( 마포중학교), 김진성(숭실중학교),
고상림(인천남동고등학교), 오나영( 중산고등학교)

일러스트ㆍ디자인
조상희

시범 적용 학교
마포중학교, 숭실중학교, 정신여자중학교,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중산고등학교, 인천남동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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