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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위한

정보

Q. 이 프 로 그 램 은 어 떤 프 로 그 램 인 가 요 ?
제목

물질과 소리 분석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 – 우주 토기 원소(생성), 태양계에서의 원소 생성
! 지구와 생명체를 비롯한 우주의 구성 원소들이 우주 초기부터의 과정을
거쳐 형성됨을 물질에서 방출되는 빛을 활용하여 추론할 수 있다.
! 표현 – 소리의 상호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적정기술과 융합되어 예술로 전환되는 과정

학습 목표

을 이해할 수 있다.
! 미래 사회의 다양한 분야가 과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이해하고 새
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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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 – 물질과 규칙성과 결합 – 우추 초기 원소(생성), 태양계에서 원소

융합 교과

생성
! 음악 – 표현 – 소리의 상호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

준비

요구환경

스마트폰 ,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디바이스 , 앱 설치를 위한 무선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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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고등학교 (차시대체)

물질과 소리 분석
1차시

원소 생성 , 결합과 소름 분석

학습내용

! 우주의 은하계와 행성

그림 7 은하 EBS 클립뱅크

그림 8 은하계의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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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9 스펙트럼의 종류

영화 2001: A Space Odyssey 중 일부 감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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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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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 Analyzer App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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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조건 1. 다음 시간까지 핸드폰에 저장해서 가져오기.
조건 2. 한 가지 소음당 10초 이상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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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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은하(EBS 클립뱅크)

그림 25 은하 EBS 클립뱅크

https://youtu.be/H5nAyQgRMDM
! 은하계의 행성

그림 27 은하계의 행성

https://youtu.be/GoW8Tf7hTGA
! 2001: A Space Odyssey (2‘47“)

https://youtu.be/IP412YTx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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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Play store
- Noise Meter

- Sound Analyzer

! Aucacity 무료 다운로드

https://www.audacityteam.org/download/
! Google Play store
- ZaZa BearBox: Audio Mixer, Recorder, Music Maker

! VivaVideo

- 12 -

! 모리스 바멜의 볼레로 영상

그림 37 라벨 ‘볼레로’

https://youtu.be/PUqQtnszfcQ
! 참조 영상
- ‘Sound of Noise’ (2’47”)

https://youtu.be/gDYBK4m8VUM?list=PLSXrwiKBjvIep90QFUixS202wWp7FDu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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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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프로그램

앱(App) 을 활용한 소리 다큐 － 고등학교 차시대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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