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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위한

추천 정보

Q. 이 프 로 그 램 은 어 떤 프 로 그 램 인 가 요 ?
제목

소음의 변신은 무죄

유형

첨단제품 활용형

세부

스마트폰 , 애플리케이션

요구환경

다양한 소음을 수집할 수 있는 환경

재료구입

없음

난이도

활용 가능성

중하/간단한 앱 설치 및 활용

과학·정보 교과 중심으로 수학, 음악, 국어와 연계 가능
‘앱 (APP)을 활용한 소리 다큐 – 소음의 변신은 무죄’ 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중학교 자유학기제형 STEAM

개발자 추천의 글

프로그램입니다. 소음을 소리로, 소리를 음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사운드 아트를 완성하므로 첨단기기의
기술주체자가 됨을 경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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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의 변신은 무죄! - 사운드 아트
1. 주제 개요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 과학 ‘빛과 파동 ’의 학습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으로 첨단제품 활용형
융합인재교육(STEAM)이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소음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핸즈온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과학의 즐거움과 성공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한다.
소음을 듣기 좋은 예술로 변신시키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소리의 종류를 이해할 뿐 아니라, 주
파수를 보면서 소리를 상상하고, 소음을 소재로 한 사운드 아트로 제작하여 바로 들어볼 수 있도록 구
성하였다.
일상생활의 방해물인 소음을 창의적인 예술 소재로 활용하면서 “소음”이 주는 유익을 탐색해보고 , 내
가 경험한 유익한 소음을 나눔으로 소음에 대한 편견을 줄여 보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소음을 소리의
특징인 높이, 크기, 음색에 따라 분류하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진동, 진동수, 파형을 탐색하는 기
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중학생 개개인이 첨단기기인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소음을 벨 소리, 비트박스,
K-Pop 등의 사운드 아트로 변신시키는 기술주체자로서의 흥미와 즐거움을 경험할 뿐 아니라, 생활
속 소음을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소재로 재인식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을 사용
하여 스스로 문제를 찾아 즐겁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자 한다.

2. 학습 목표
● 내용 목표
! 다양한 소리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 차이를 파동의 모양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소음을 사용하여 사운드 아트를 설계할 수 있다.
! 생활 속 소음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사운드 아트로 재구성할 수 있다.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

● 과정 목표
! 일상 속에서 소음을 활용하는 적정기술을 탐색할 수 있다.
! 소음과 고른음을 이해하며 주파수를 보고 구별할 수 있다.
! 소음을 소리의 3요소에 따라 분석·분류할 수 있다.
! 소리와 과학의 밀접한 연관성을 이해하고 새로운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 관련 교과 및 학습 준거
과학, 정보,

관련교과

음악, 수학

학교급

중학교 자유학기제형

총차시

3차시

내용요소: 빛과 파동, 과학과 나의 미래
성취기준:
과학

[9과06-04] 파동의 종류를 횡파와 종파로 구분하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
로 설명할 수 있다.
[9과07-02]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직업이 과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
고, 미래 사회에서의 직업의 변화를 토의할 수 있다.
내용요소: 자료와 정보

정보

2015 개정

성취기준:
[9정02-01] 디지털 정보의 속성과 특징을 이해하고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교육과정 연계

표현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한다.
내용요소: 음악의 표현
음악

성취기준:
[9음01-03] 주제의 구성을 이해하여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든다.
내용요소: 통계

수학

성취기준:
[9수5-03]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

■ STEAM 학습 준거

□ 상황제시
!

영화 Sound of Noise 중 일부를 감상하고 생활 속 소음 알아보기

!

생활 속 소음에서 비트(beat) 찾아보기

!

영화 2001: A Space Odyssey 를 보고 OST 가 실제 오케스트라 연주인지 컴퓨터
음향인지 생각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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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취하기
! 녹취된 소음을 소리의 특징별로 분류하기
! 미리 탐구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소음을 사용한 사운드 아트 설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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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스스로 간교과적으로 서로 연관 있는 지식과 정보를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키우기

■ 평가 계획
<평가기준 – 교사평가용>
○ 관찰 , Q&A, 프로젝트 수행 평가기준
평가분야

창의적
설계

평가
영역

상

지식정보
처리역량

소리의 주요특징과
구성요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소리 혹은
소음을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구별하고 설명할 수
있음.

창의적
사고
역량

소리와 관련한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다양하게
융합하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음.

자기
관리
역량

의사소통
과
공동체
역량
감성적
체험
심미적
감성
역량

평가 척도
중
소리에 담긴 과학
원리를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소리 혹은
소음을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구별하고 설명하는
점에 다소 어려움이
있음.
소리와 관련한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제한적이나마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할 수
있음.

하
소리에 담긴 과학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며
과학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소리를
구별하고 설명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함.
소리와 관련한 간교과적
지식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함.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좋으며 과제를 끈기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함.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싶어 하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수업에 대한 집중력이
있으며 과제를 해결하려고
대체로 노력함.
새로운 내용을 대체로
배우고 싶어 하며 수업
참여도는 보통수준임.

수업에 대한 집중력과
과제해결을 위한
끈기가 부족함.
새로운 내용에 대해
흥미가 거의 없으며
수업참여에도 소극적임.

친구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함.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항상 시간
내에 해결함.

친구들과 대체로 큰
갈등 없이 소통하고
협업함.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대체로 해결하는 편임.

친구들과 소통하고
협업에 어려움이 있음.
모둠별로 주어진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점에 어려움이 있음.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교사 및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친구들과 소통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나누는
역량이 간혹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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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관리
역량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둠 활동에 참여하였
는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이바지했다
고 생각하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여러 가지 소리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지식정보
처리역량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여러 번의 시도를 통
해 정밀한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의사소통과
공동체
역량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창의적
사고역량

여러 가지 소리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평가 척도
상
중
하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파동의 종류를 알고, 음파를 소리의 3요소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소리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잘 이해하
였음. 조별 활동을 통해 소음을 이용한 사운드 아트를 설계하며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융합적인
사고력을 발휘하였음. 조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맡은 바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모든 프로젝트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였음. 특정 장소의 소음을 창의적으로 설계하여 제작한 비트박스에 탁월한 능력을 보임. 스
마트폰의 기술주체자로 적절한 앱을 잘 사용하므로 성공적인 작품 발표를 수행함

1차시

수업 주제

소음과 소리, 그리고 음악

소음과 소리 그리고 음악

차시

1/3

․ 중학교 과학 - 빛과 파동
관련 교과

․ 중학교 정보 - 자료와 정보

STEAM

․ 중학교 음악 - 음악의 표현

요소

․ 중학교 수학 - 통계
1. 소음, 소리, 음악의 상관관계를 이해 할 수 있다.
수업 목표

2. 소음을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 수 있다.
3. 소음의 유익에 대해 알 수 있다.
중학교 과학 ‘빛과 파동’의 교과 내용을 소음으로 탐구하며 실생활의 소음이 음

수업 의도

악으로 바뀌는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즐겁게 문제에 접근하도록 하였다. 또
한, 방해물로만 생각했던 소음이 우리 주변에서 유익하게 사용되는 실례를 찾고
소음이 예술의 유익한 소재로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준비물
수업 단계
(시간)

학습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수업 PPT

학습 내용

수업

스마트기기사

장소

용 가능 교실
학습자료

* 수업 PPT

상황제시- 소음, 소리, 음악
‘Sound of
1. 영화 ‘Sound of Noise’에서 생활 속 소음 들어보기

Noise’
(2’47”)

도입

그림 18 ‘Sound of Niose’

- 이 음악에 사용된 악기는 무엇인가?
Ⓐ 소음이 음악이 되는 과정은 악기가 아닌 실생활 소음을 녹음한
후 컴퓨터에서 편집하는 것을 전달하고 사운드 아트에서 사용할 앱을
(15분)

사용하는 이유를 소음을 음악화하는 작업으로 설명합니다.
- 영화 음악이 만들어진 장소는?
Ⓐ 은행에서 나는 다양한 소음을 반복·편집하였습니다.
- 이 곡은 컴퓨터음악인가, 연주 음악인가?
Ⓐ 악기로 연주하는 고른음이 아닌 실생활의 소음을 컴퓨터로 편집
하여 완성하였으므로 컴퓨터음악이라고 합니다.
- Sound of Noise의 기보 방법은 무엇인가?
Ⓐ 기보 방법이란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자기만의 방법으로 기록
하는 것 으로 음악은 주로 오선지 위에 음표로 표시합니다. 이 음향은
컴퓨터로 만든 인위적인 음악이므로 오선지 위에 소리 내는 방법 및 소
리 녹취법 설명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생각하기]
♬ 어떻게 생활 속 소음에서 비트(beat)를 찾을 수 있을까?
Ⓐ 우리 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찾아보고 그 소음에 대한 느낌을
나눠봅니다. 듣기에 좋은 소리인가요? 왜 소음이라고 생각하나요?
왜 좋은 소리처럼 느껴지나요? 이 소음에 비트가 있나요? 비트가
있다면 소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등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여
소음에서 음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유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소음을 들어보세요. 비트를 느낄 수 있습니까?

그림 19 https://youtu.be/wq5fNGCPDbY

소음에 반복과 규칙이 있으면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2차시에
다룰 소음과 고른음을 미리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음을 반복하니
익숙한 소리로 들리고, 이러한 소리에 일정한 규칙을 주니 나도 모르게
몸을 흔들게 하는 비트를 발견할 것이다.
2. 영화 2001: A Space Odyssey 중 일부 감상하기

2001: A
Space
Odyssey
(2‘47“)

그림 22 영화 ‘2001 A Space Odyssey’

- 이 음악에 사용된 악기는 무엇인가?
Ⓐ 음악은 주로 장조와 단조의 음계로 만들어지는데 이
음악에서는 여러음을 한꺼번에 울리는 음의 덩어리 ‘음괴’로 만들어진
음악을 오케스트라로 연주하였습니다.
- 영화 음악이 만들어진 장소는?
Ⓐ 연주자들이 콘서트홀에서 관중들 앞에서 연주하였습니다.
- 이 곡은 컴퓨터음악인가, 연주 음악인가?
Ⓐ 악기를 사용하여 음악가가 연주한 실황을 녹음한 연주 음악입
니다.
- 이 곡의 기보 방법은? (악보 보여줄 것)
Ⓐ 손이나 컴퓨터로 악기마다 음표로 오선지 위에 지정된 음을
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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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별 활동]
준비된 소음
1. 소음을 듣고 소음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기
소음이란?

음향, 영상
참고

⇒ 듣는 사람에게 불쾌함을 주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
은 소리
활동 1. 소음을 듣고 상상하기
소음 듣기

소음을 글로 표현하기

볼펜 누르는 소리

딸깍딸깍

Sound of
Noise 기보법
영상

☞활동 Tip 학생들이 소음을 상상하는 동안 선생님께서는 소리의 3요
소에 맞춰 힌트를 제시합니다.
2. 소음의 유익
전개
(25분)

https://yout

- 소음 듣고 범죄현장으로 출발

u.be/B_Rhc

- 백색소음, 핑크소음, 갈색소음

vEHqTA?list

- 들리지 않는 소음 (초저주파, 초음파)의 활용

=PLSXrwiKB
jvIep90QFUi

3. 소음 수집하는 방법 생각하기
- 소음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악보에 음표로 기록, 글자
로 기록·녹취, 나만의 표기법으로 기록)
- 모둠별로 장소를 정하고 각각 다른 장소의 소음 수집하기
(최종 산출물 준비입니다)
- 소리의 강도와 개략적 실제 소리 비교 (소리와 소음 크기)
- 모둠별 토의: 정리한 자료를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Tip ‘Sound of Noise’와 A Space Odyssey “Star Gate”
기보법 보여주고 다양한 기보법이 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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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202wWp7
FDuT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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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 소리,
화장실 소리,
운동장 소리,
교실 소리

☞활동 Tip 소음은 장소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수업 정리하기

이 수업을 통해 소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발표해 봅시
다.
1. 소음은 소리이고 음악으로 변신 가능한 소재이다. 적절한 컴퓨
터 프로그램을 (S/W) 사용하면 듣기 싫은 불쾌한 소리가 아닌 영
화 음악의 OST도 가능하다.
2. 소음을 수집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정확하고 변신 가능
한 수집은 녹음이다. 우리 수업에서는 앱을 사용하여 소음을 녹음 ◆ 과제안내:
2차시

정리

하고 마지막 차시에는 변신시킬 계획이다.

(5분)

3. 소음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소음을 보고 경찰의 빠른 수업에 사용할
현장 출동이 가능하고 소음이 수면과 집중에 도움을 줄 수도 있 앱 설치하기
다.
[차시예고]
다음 수업을 위해 소음을 수집, 분석, 편집하는 앱 설치를 완료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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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과 음악, 그리고 과학
도입

현대 사회의 환경소음이 증가 되면서 사람들은 소음을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20세기 초 음악가들은 일정한 주파수를 가지는 고른음 대신 소음을 다양한 음색의 소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외면하던 소음을 음악으로 인정하면서 음악과 과학의 융합적 사고도 시작되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소음을 음악으로 바꾸는 발화점이 되었다. 소음을 녹음하므로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고, 디지털사운드는 음향을 새롭게 확장하였으며 ,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소음을 사운드 아트
로 만들었다. 과학은 현대 음악가 크세나키스의 “음악을 감상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뇌다” 라는 말의
실현을 돕는다 . 소음이 과학과 만나 다양성을 제공하는 음악의 소재가 됨을 경험한다.
1. 기보 방법
음악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악보’이다.
가. 영화 ‘Sound of Noise의 기보 방법은 오선지 위에 소리 내는 방법을 그림이나 글로 기록
하였다.

https://youtu.be/B_RhcvEHqTA?list=PLSXrwiKBjvIep90QFUixS202wWp7FDuT9 (0:49“)

나. 영화 2001: A Space Odyssey의 기보 방법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 오선지 위에 악기별로 음을 기
록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JWlwCRlVh7M

2. 전자음악과 어쿠스틱 음악
가. 전자음악 : 전자음 , 음악 , 악기 소리, 인성(人聲) 등을 소재로 하여 전자음향기기를 사
용해서 최종 작품을 완성하는 음악.
나. 어쿠스틱 음악: 오케스트라나 연주 악기의 순수 사운드
3. 음괴와 음계
가. 음괴(Tone Cluster): 다수의 음이 동시에 울리게 하는 음 덩어리

리케티 에트모스피어에 사용된 음괴

나. 음계(Scale): 한 옥타브에 나오는 음을 낮은음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

4. 오케스트라 :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모두가 함께 모여 연주하는 형태

(출처: 에듀넷)

◉ 문제 이해하기:
위의 제시한 두 음악을 감상한 후 정국이가 쓴 일기이다.
수업시간에 영화를 감상했다. ‘Sound of Noise’ 는 신나는 비트박스 같은 음악이 좋았고, 2001: A
Space Odyssey는 내용도 음악도 난해했다. OST 는 음악보다는 우주를 표현한 음향효과 같았다. 하지만
선생님의 설명은 반대였다. 앞의 음악이 디지털 합성한 전자음악이고, 뒤의 음악이 오케스트라 연주의 어쿠
스틱이었다.
Sound on Noise 영화도, 내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 노래도 모두 컴퓨터로 표현한 기술음악(Music
Technology)의 하나라는데……. 다양한 소재에 적당한 기술과 도구를 사용하여 만든 사운드 아트는 음악
일까? 과학일까? 소음부터 k-pop까지 첨단기술이 더해지니 사운드 아트로 화려한 변신을 했다. 과학 교
과서에 나오는 주파수, 진동, 파형이 이런 작업의 기초라니 더 알고 싶어졌다.

‘Sound of Noise’와 영화 2001: A Space Odyssey 비교
공통점

다른 점

(예시)

(예시)

둘 다 영화 음악입니다

‘Sound of Noise’ - 전자음악

음악이 소리로 되어있습니다

2001: A Space Odyssey – 어쿠스틱

소음이 음악이 되는 과정 생각하기

다양한 높낮이, 음색, 컴퓨터 편집 등

연주자 없는 음악 가능할까?
Musician
(예시)
- 음악을 창작하는 작곡가 혹은 음악을 연주하
는 연주자입니다.
- 악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음악을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 감정을 움직입니다.

Technician
(예시)
- 악기나 기자재를 조정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계를
다루는 기술 전문가입니다.
- 악보를 읽지 못하기도 합니다.
- 음향을 아름답게 기계로 조정합니다.
- 음악보다 더 좋은 음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개

1. 소음이란?
단순히 소리의 세기가 큰 것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고 일의 능률을 떨어뜨리는 듣기
싫은 소리이다 . 소음은 청력 손실, 불면증과 고혈압 ,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소음은 공기, 물
같은 매체를 통한 진동이므로 소음도 소리의 하나이다. (출처: 에듀넷·티 클리어)

활동 1. 소음을 듣고 상상하기
♠ 다양한 소리 들려주기

: 소리와 주파수 https://www.soundsnap.com/tags/walla

: 다양한 소리 http://www.grsites.com/archive/sounds/

2. 소음의 유익
가. 비명소음 듣고 범죄현장으로 출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오산시는 공중화장실의 위급상황인 사람의 비명이나 고함을
인식하여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음성을 통한 비상 신고·출동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화장실 안에서 '
사람 살려' 등이 비명이 발생하면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음원 감지기가 이를 인식하고 경광등이 울림과 동시
에 CCTV가 소리나는 쪽으로 돌아가 촬영하면서 경찰서 상황실로 내용이 전송된다.
나. 착한 소음
주변의 소음을 덮어주고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소음으로 집중이 필요하거나, 숙면을 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듣는 소리의 형태이기도 하다. 파도 소리, 진공청소기, 폭포 소리, 헤어드라이어 소리,
진공청소기, 라디오 주파수 소리 등이 있다.

ㄱ. 백색소음
평상시에 자주 듣던 자연스러운 소리로 모든 주파수대에서 같은 세기(dB)를 갖는 소음이다.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과 집중력을 주는 ’귀에 착한 소음, 백색소음‘이라 한다. 백색소음
은 귀에 쉽게 익숙해지므로 작업에 방해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거슬리는 주변 소음을
덮어주는 작용을 한다. 백색소음에는 진공청소기나 사무실의 공기정화장치 그리고 파도 소리,
빗소리, 폭포 소리 등이 포함이 되어있다.
ㄴ. 핑크소음
백색소음을 사람 귀에 특성대로 변형한 소음. 핑크소음은 예민한 저주파수 대역에서는 조금 더
강한 데시벨을 갖고 고주파수 대역에서는 조금 더 약한 데시벨을 갖는 소음이다.
ㄷ. 갈색소음
핑크소음과 매우 비슷하며 주파수 곡선이 가파르게 진행되는 핑크소음의 변형된 형태이다.
다. 들리지 않는 소음 (초저주파, 초음파)의 활용
ㄱ. 초저주파: 가청음파보다 낮은 진동수 영역인 진동수가 20Hz 이하의 소리
ㄴ. 초음파: 주파수가 가청주파수 20kHz(킬로헤르츠)보다 커서 인간이 청각을 이용해 들을 수 없는 음파.
(모기, 생쥐퇴치 앱, 초음파 기계, 세척기, 가습기, 초저음파 감지 동물로 자연재해 예방)

생활 속 초음파
들리지 않는 소음 초음파는 우리 생활에서 세척, 모기 같은 해충 퇴치, 태아의 형상, 건축물의 안정성이나 수명
등을 조사할 때 초음파를 이용한 비파괴검사로 사용된다.

활동 2. 소음의 종류를 주파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주어진 표 완성하기

주파수

백색소음

핑크소음

인간 가청주파수대의

특정 주파수에 더

모든 주파수 세기를

예민한 인간을 위해

균등하게 동시에 내는

변형된 백색소음으로

소리 다발

저음이 강조됨

갈색소음

핑크소음의 변형

바다에서 철썩이는
소리 예

빗소리

거대한 파도 소리

소리를 제외한 웅~하는
소리

※ 백색소음은 주파수가 높아 “쉬 ~”하는 매우 밝은 소리이며 핑크소음은 폭포수처럼 “쏴 하는 소리
이다. 청감상으로는 핑크소음이 백색소음보다 주파수가 모두 고르게 들립니다.
백색소음

핑크소음

갈색소음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Colors_of_noise
(각 소음의 사운드 샘플 PPT에 있습니다 . 수업시간에 재생하여 학생들에게 들려주세요)
※ 유의점: 백색소음 , 핑크소음, 갈색소음은 인간의 가청주파수에 맞게 조금씩 변형된 소음으로 각 소
음의 주파수를 보고 듣는 정도로만 소개합니다.
3. 소음 수집하는 다양한 방법 생각하기
가. 악보에 음표로 기록 (피날레, 앙코르 등 컴퓨터 프로그램 사용, 리케티 악보 참고)
나. 글자로 기록

다. 소리 녹음 (이번 활동에서는 녹음으로 소음 수집) - 스마트폰 앱 사용
라. 나만의 표기법으로 기록
4. 사운드 아트 제작을 위한 소음 수집방법 모색하기
모둠별로 장소를 정하고 각각 다른 장소의 소음 수집하기 – 모둠별로 다른 장소를 정하고 장소의 특징을 나타내
는 소리 녹음하기 (예, 부엌 소리, 화장실 소리, 매점 소리, 우리 반 소리)
※ 최종 산출물 준비입니다

5. 소리의 강도와 개략적 실제 소리 비교

Acoustic Watts

dB Level

개략적 실제 소리

10

130

공습경보기 근처, 고통 및 청각 손상

1.0

120

착암기 근처, 고통의 한계점

.1

110

록 밴드, 장시간 노출되면 청각 손상

.01

100

소방차 사이렌 근처

.001

90

대형 디젤 트럭 옆

.0001

80

혼잡한 차도

.00001

70

공장의 권장 평균 소음

.000001

60

보통의 대화 소리

.0000001

50

사무실의 평균 소음

.00000001

40

주거 평균 소음

.000000001

30

일반 녹음 스튜디오

.0000000001

20

아주 조용한 녹음실

.00000000001

10

무향실

.000000000001

0

소리의 작은 한계

level

fff
ff
클래식

f
mf

오케스트라
음악

mp
p
pp
ppp

정리
수업 정리하기
이 수업을 통해 소음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을 발표해 봅시다.
차시예고: 다음 수업을 위해 소음을 수집, 분석, 편집하는 앱 설치를 완료합시다.
※ 앱 설명 – 모든 앱은 사용 편리한 다른 앱으로 대체 가능함

Derecorder App

Sound Analyzer

ZaZa BeatBox

App

App

! 음성 녹음 앱으로

! 각각의 트랙에 노래를

MP3 자르기 & 구간
반복 재생 가능함
! 배속 녹음 및 배속재
생 가능
! 타이머 녹음 가능
! 녹음 환경에 맞는 마
이크 선택 가능

VivaVideo

녹음하고, 소리를 반
! 실시간 오디오 분석기
로 데시벨로 측정되며
환경소음을 실시간으
로 감시할 수 있음

복하고, 소리를 융합
할 수 있음

! 영상 자르기, 나누기,
빨리 감기, 느리게 감

! 다양한 소리를 음악으

기, 특수효과 및 장면

로 편집 가능한 앱(학

전환, 필터, 자막 등

생들이 익숙한 오디오

의 편집이 가능함

편집 앱으로 대체 가
능)

읽을거리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있다가 ‘치~익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도 한참 동안 잠자고 있었
던 경험이 있나요? 비닐봉지를 만져서 ‘바스락’하는 소리를 내면 갓난아이가 울음을 멈추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원래 소음이란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소음 중에
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편안한 느낌을 주거나 집중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소음도 있답니다. 바로 ‘백색소음’이라는 것입니다. 백색소음이란 일정한 소리의 패턴 없이 전
체적으로 일정한 스펙트럼을 가진 소리를 말합니다. 자연의 소리 중에 이런 백색소음이 있습니다. 비
오는 소리, 파도치는 소리,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귀뚜라미 소리 등입니다. 또한, 백색
소음을 내는 기계를 설치한 장소를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하기에 좋으며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는 잡음도 백색소음의
하나입니다. (출처 : 에듀넷 ·티 클리어)

2차시

소음, 소리 넌 정체가 뭐니?

수업 주제

소음, 소리 넌 정체가 뭐니?

차시

2/3

․ 중학교 과학 - 빛과 파동
관련 교과

․ 중학교 정보 - 자료와 정보

STEA

․ 중학교 음악 - 음악의 표현

M 요소

․ 중학교 수학 - 통계
1. 소음과 고른음을 구별 할 수 있다.
수업 목표

2.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소음의 파형, 진폭, 진동수를 분석할 수 있다.
3. 분석·분류한 소음을 사운드 아트로 설계 할 수 있다.
CCTV가 어떻게 비명소리를 구분하는지 알아보고 소음과 고른음의 파형을 구별해 본

수업 의도

다. 사운드 아트 설계를 위해 조건에 맞춰 모둠별 소음을 녹취하고, 분석·분류하는 활동
을 통해 감상적 체험을 준비한다.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다양한 장소에서 녹취한 소음,

수업

수업 PPT

장소

수업 단계

학습 내용

(시간)

상황제시- 악! 소리에 돌아보는 CCTV

CCTV에 있는 소음감지기

스마트기
기사용
가능 교실
학습자료

* 수업 PPT

소음감지기

- 소리로 범죄현장에 도착, 빠른 범인 검거까지 가능

도입

☞Tip 지난 차시 ‘유익한 소음’에서 학습한 내용 확인할 것

(10분)
◉ 문제 확인하기
- CCTV가 비명소리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 상황실로 전달된 음원은 통합감지시스템으로 기존 음원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주파수와 특징점을 분석해 그
음원이 비명소리인지 자동차 폭발음인지를 판단한다 . 즉,
주파수를 보고 이상 소리임을 확인하고 기존 음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리의 특징으로 비명소리, 폭발음, 차량
충돌음 등으로 분석 감지하여 현장에 경찰이 빠르게 출동할 수

* 학생용 교재
10p

있도록 한다.
-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볼 수 있을까?
Ⓐ CCTV는 영상만 담을 뿐 소리는 녹음을 못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사용이 불가이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은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CCTV의
소리는 볼 수밖에 없다. 소음감지기가 부착된 CCTV는 이상
소를 감지하는 즉시 카메라 렌즈를 소리 나는 쪽으로 움직인 뒤
관제센터에 경보음을 울리게 한다 . 일반적으로 주 파수를 보면
소리가 보입니다.
- 소리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을까?
Ⓐ 소리마다 특징이 있으며 음높이, 크기, 음색으로 구별됩니다.
[모둠별 활동 수업]

1. 소리의 종류
- 순음(pure tone)과 복합음(complex tone) 설명
소리 진동의 형태에 따라 나뉘고 자연계의 음은 대부분 복합음
- 복합음은 고른음, 소음으로 나뉨
고른음: 고른음(Musical tone)이란 진동이 규칙적으로 고르게 일
전개

어날 때의 소리로 일정한 음의 높이를 알 수 있으며 정수배 배음을

(30분)

가짐. 대부분의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에 속하며 음악에 주로
쓰이는 음.
소음: 북소리와 같이 진동이 불규칙하여 복잡한 비율의 배음을 갖게
되어 배음들 간의 불협화로 인해 생긴 시끄러운 음. 자연의 파도나
바람, 천둥소리 등이 있음.

* 학생용 교재
11p

선택 활동 1. 우리 주변에서 소음과 고른음을 찾아보
자
☞활동 Tip 소음과 고른음의 차이는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선택의 근
거가 타당하면 학생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2. 고른음과 소음의 파형 분석하기
- 소음 분석 앱을 사용하여 소리의 파형을 보고 고른음과 소음을 구
분 (소리 시각화)
- 자료를 참고하여 웹 사용방법 지도

Noise Meter

Time Domain

Frequency Domain

* 학생용 교재
12p

소음

sound
analyzer

고른음

필수 활동 2. 소리분석기 앱으로 소음·고른음 탐
색하기
☞활동 Tip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소음과 고른음의 분석으로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소음을 탐색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재미있고 신중하게 진행되도록 지도합니다.

3. 소음의 특징을 소리의 3요소로 분류하기
- 소리란 무엇인가?
Ⓐ 물체나 공기의 진동이 기체, 액체, 고체 같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현상으로 소리 진동의 형태에 따라 순음(pure tone)과
복합음(complex tone)으로 나뉘며 자연계의 음은 대부분 복합음
이다.
- 소음도 소리인가?
Ⓐ 소음도 매질을 통해 우리 귀에 들리는 현상이므로 소리입니다.
<소리의 3요소>
음높이

음량

음색(맵시)

진동하는 물체의 진폭

물체가 진동하는 모양

dB

-

물체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즉
진동수
Hz
높은 소리:
진동수가 크다.
낮은 소리:
진동수가 작다.

* 학생용 교재
p.12-13

큰소리: 진폭이 크다.

*진동이 규칙적인

작은 소리: 진폭이

고른음과 불규칙한

작다.

소음

ZaZa
선택 활동 3 주어진 주파수 보고 소리 유추하기

BearBox:

소리 보기

예상되는 소리

Audio Mixer,
☞활동 Tip 필수 활동2를 통해 소음과 고른음의 주파수 차이를 이해
하였으므로 잠깐 쉬어가는 순서로 즐겁게 지도합니다.

Recorder,
Music
Maker

필수 활동 4. 수집한 소음 소리의 3요소로 분류하
정리
(5분)

여 표로 정리하기.
-

필수 활동 2 참고

- 소음을 소리 3요소의 특징별로 모아 ‘소리 목록’ 만들기
☞활동 Tip 이번 활동은 소음을 사운드 아트로 설계하는데 중요한 과 교사평가 정입니다. (예시를 참고하여 지도합니다) 모둠별로 꼭 완성하도록 합 관찰, Q&A,
니다.

토론

선택 활동 5. 조별로 수집한 소음 1, 2, 3의 파동
일부분을 ‘소리 분석’ 앱을 참고해 그래프로 나타내고 , 소리의
3요소를 비교해 보자.

필수 활동 6. 소음을 소재로 한 사운드 아트 설계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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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작품을 함께 감
상하여 완성도 있는 작품을 제작하도록 돕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과제로 완성해오도록 지도합니다.

수업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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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3. 소리의 3요소는 음높이 , 크기 , 음색입니다.

♠차시예고: 모둠별로 녹음한 소음으로 사운드 아트 만들기

※ 수업을 위한 제안
모든 활동은 선생님의 수업구성에 따라서 시간 내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필수 활동은 반드시 완료해 주셔야 다음 차시 수업
이 가능합니다.

02

소음, 소리 넌 정체가 뭐니?
도입

1) CCTV는 어떻게 비명소리를 구별하고 보는 것일까 ?
CCTV는 영상만 담을 뿐 소리는 녹음을 못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녹음 사
용이 불가이다 . 또한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은 대화는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이러한 이유로 CCTV의 소리는 볼 수밖에 없다. 소리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귀가 달린
CCTV, 즉 소음감지기가 부착된 CCTV는 이상 소리를 감지하는 즉시 카메라 렌즈를 소리 나는 쪽으
로 움직인 뒤 관제센터에 경보음을 울리게 한다.
상황실로 전달된 그 음원은 통합감지시스템으로 기존 음원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주파수와
특징점을 분석해 그 음원이 비명소리인지 자동차 폭발음인지를 판단한다. 즉, 주파수를 보고 이상 소리
임을 확인하고 기존 음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소리의 특징으로 비명소리, 폭발음, 차량 충돌음 등으로
분석 감지하여 현장에 경찰이 빠르게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전개

1) 소리의 종류
소리의 종류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양하게 나눌 수 있다.
먼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없는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20~20,000Hz이며 , 이것을 오디오 주파수(audio frequency)라고 한다. 20kHz 이상의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를 초음파(supersonic wave 또는 ultrasonic wave), 20Hz 이하의 들리지 않
는 낮은 주파수를 초저주파 음 (infrasound)이라고 한다 . 소리 진동의 형태에 따라 순음(pure tone)과
복합음(complex tone)으로 나뉘며 자연계의 음은 대부분 복합음이다.

가. 순음: 배음을 갖지 않는 단 한 개의 기본음 주파수만을 갖는 음으로 자연계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나. 복합음은 진동 규칙에 따라 고른음과 소음으로 나뉜다.
ㄱ. 고른음: 고른음(Musical tone)이란 주기적 파형을 가진 복합음. 즉, 진동이 규칙적으로 고르게 일어날 때
의 소리. 따라서 일정한 음의 높이를 알 수 있으며,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로 형성되는 배음을 가짐.
대부분의 악기와 사람의 목소리가 여기에 속하며 음악에 주로 쓰이는 음.
ㄴ. 소음: 북소리와 같이 진동이 불규칙하여 정수배 배음이 아닌 복잡한 비율의 배음을 갖게 되어 배음 간의 불
협화로 인해 생긴 시끄러운 음. 자연의 파도나 바람, 천둥소리 등이 있음.

소음

고른음

(출처: 에듀넷·티 클리어)

사람은 자신의 상태에 소리를 주관적으로 인식하므로 소음이 될 수도, 음악이 될 수도
있다. 즉, 내가 듣기 좋은 소리라고 남도 듣기 좋은 소리가 되는 것은 아님을 지도합니다.

선택 활동 1. 우리 주변에서 소음과 고른음을 찾아보자 .
: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소리를 찾도록 유도합니다.
소음

고른음

(예시) 화장실 변기 물 내리는 소리

정확한 연주의 악기 소리

폭주족 오토바이 소리

실로폰

수업 중 ‘완전 짜증 나’ 하는 소리

BTS 노랫소리

※ 배음 이란:
배음(倍音)은 진동의 원리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의 음을 구성하는 여러 부분음들 중, 기본음(基本音)보다
높은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모든 상음(上音)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음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고른음은
조화로운 배음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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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 활동 2. 소리분석기 앱으로 소음과 고른음 탐색하기.
소음과 고른음의 Time, Frequency Domain을 구별하고 특징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가. 고른음의 특징: 특징적인 주파수가 배음의 구조로 두드러진다.
나. 소음의 특징 : 특징적인 주파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시간 영역 (Time Domain)은 소리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주파수 영역
(Frequency Domain)은 주파수 범위에서 주어진 소리가 주파수 대역 내에 얼마나 많은 신호가
있는지 보여준다.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기 복잡한 소리는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할 수 있다. 소리를
시간 영역에서 표현해 주는 기기가 Oscilloscope라면 주파수 영역에서 표현해 주는 장치는
Spectrum Analyzer이다.

소음 분석 앱 보는 방법
a. 순간 주파수 특성 보기
순간의 소리의 주파수의 세기를 보여준다.
가로축: 주파수, 세로축: 소리의 크기
b. 시간에 따른 주파수 특성 보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의 크기를 색깔로 표시한다.
강할수록 진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가로축: 시간, 세로축: 소리의 크기

3. 소리의 특징
! 소리란?
a. 물체나 공기의 진동이 기체, 액체, 고체 같은 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현상.
b. 진동이 퍼져나가는 파동의 일종. 음파라고 부름.
c. 사람은 공기의 진동으로 청각기관이 떨리면서 소리를 들음.

다양한 특성을 가진 소리를 정의하고 나타내는 데는 일반적으로 음고(pitch)와 음량(loudness), 음
색(timbre)의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한다. 때에 따라서 소리의 장단(duration)을 포함하여 4가지 요소
로 이야기하기도 한다.
가 . 음고는 주로 소리 진동 주파수의 높낮이와 관계가 있다.

나. 음량은 진폭에 따른 음압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

다. 음색은 진동 형태에 따라 형성되는 스펙트럼과 관계가 있다.
소리는 듣는 사람마다 주관적 느낌을 가지므로 소리의 높고 낮음, 부드러움과 날카로움, 소리의
원근감 , 시끄러움과 조용함 , 조급함과 편안함 등의 요소들은 사람의 심리적 ․ 감각적인 느낌에 따라 복
합적 작용으로 나타난다.

선택 활동 3. 주어진 주파수 보고 소리 유추하기
소리 보기

예상되는 소리
힌트: 파형, 음량(진폭) 불규칙 (소음)
(계단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의 대화 소리
힌트: 파형, 음량(진폭) 불규칙 (소음)
비닐봉지 구기는 소리
힌트: 파형, 진폭 규칙적(고른음)
피아노 연주 소리
힌트: 파형, 진폭 규칙적(고른음)
오케스트라 연주 소리

필수 활동 4. 수집한 소음을 소리의 3요소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기.
-

활동 2를 참고

- 소음을 소리 3요소의 특징별로 모아 ‘소리 목록’를 만들기.
부엌 소리
음높이(음고)

음량(크기)

고

저

도마 소리

국 끓는 소리

압력솥 바람

대
그릇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음색(맵시)
소

부드럽다

냉장고 소리

국 끓는 소리

설거지 소리

빠지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

날카롭다
냄비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

선택 활동 5. 조별로 수집한 소음 1, 2, 3의 파동 일부분을 ‘소리 분석’ 앱을 참고해 그래
프로 나타내고 , 소리의 3요소를 비교해 보자 .
1) 소리가 가장 큰 소음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2) 소리가 가장 높은 소음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3) 세 가지의 소음의 파형은 모두 같은가? 다른가?
4)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필수 활동 6. 소음을 소재로 한 사운드 아트 설계하기.
☞설명 사운드 아트는 ‘소리’를 주요 매체로 활용하는 예술로 시간, 악기 음색 등에 제한 없이
소리의 표현이나 일상 속 발생하는 소음을 소재로 하는 음향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모둠별로 수집한 소음에 따라 적절한 작품 구상하기
- 구상한 아이디어 구체화하기
- 구상한 작품에 대해 선행 연구자료 조사하기 (모둠 숙제로 제시)
♠ 다음 영상을 사운드 아트(첨단기기를 사용하여 인터뷰 내용을 편집 및 재구성)의 관점에서 감상하고 소음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의 예시로 제시한다.

https://youtu.be/8-UwbH4BUc4

The Chemical Brothers – Star

https://youtu.be/0S43IwBF0uM

- 음악과 영상의 예술적 조화로 풍경이 노래의 비트에 맞춰서 재생되도록 설계한 사운드 아트
- 비트뿐만 아니라 음색, 음량, 음고까지 표현하여 영상이 음악의 악보 같음(영상이 음악을 기보함)
- 음악 리듬에 맞춘 기차의 반복패턴, 집, 나무드의 주위 배경이 소리의 리듬감에 잘 맞춰짐

수업 정리하기
소리는 듣기도 하지만 주파수를 통해 볼 수 있음을 상기시켜준다 .
차시예고: 모둠별로 녹음한 소음으로 사운드 아트 만들기
(반 특성별에 따라 선생님께서는 소음의 소재를 장소에서 다양하게 변경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비명소리에 반응하는 CCTV 개발
상용화 추진, 범인 추적 쉬워질 듯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돌려 화면을 전송하는
CCTV가 개발돼 범인 추적과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바이오닉스연구단 최종석 박사팀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비명소리와 폭발음
등을 구별해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 CCTV에 접목했다고 밝혔다 .

▲ 주변에 TV가 켜져 있는 시끄러운 상황에선 아무 반응이 없다가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자동으
로 검지한다. 이후 소리의 수평각 및 고도각을 검지하며 사람의 비명소리임을 판단해 표시한다.
이번에 접목한 청각 기능의 핵심 기술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주위 소음보다 더 큰 소리가 들려왔을 때 반응하도록 하는 소리 발생 자동 검지(ASD) 기술을 담
았다.
연구팀은 이렇게 감지한 소리를 음원 분류(SSC) 기술을 통해 사람 비명소리 , 유리창 깨지는 소리,
폭발음 , 문 닫히는 소리 등 보안에 관련된 8가지 소리로 구분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때 소리 인식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음원 방향 검지(SSL) 기술을 더했다.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주변 물체에
반사될 때의 반향음에서 수평각과 고도각을 맞추는 과정이다. 연구팀은 청각 기능을 갖춘 CCTV를 상
용화하기 위해 최근 실외환경에서 시험 중이다. 최 박사는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지켜보며
기술 완성을 서두르게 됐다 ”며 “앞으로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제품으로 연결, 성폭행과 학교폭력을
줄이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The Science Times)

3차시

수업 주제

소음으로 완성하는 사운드 아트

소음으로 완성하는 사운드 아트
․ 중학교 과학 - 빛과 파동

관련 교과

․ 중학교 정보 - 자료와 정보

차시

3/3

STEAM

․ 중학교 음악 - 음악의 표현

요소

1. 준비된 소음을 소재로 사운드 아트를 만들 수 있다
수업 목표

2. 물건의 특징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다.
3. 소리에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미래의 직업을 탐색할 수 있다

수업 의도

준비물

1,2차시 모둠별 필수 활동의 결과물을 모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사운드 아트, 비트
박스, 소음 뮤직비디오 중 선택하여 최종 작품을 완성합니다.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

수업

폰, 다양한 장소에서 녹취한 소음,

장소

수업 단계

학습 내용

(시간)

교실

학습자료

소음을 사운드 아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 듣기 싫은 소리는 1~2개의 주파수를 갖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파
형인 반면, 아름다운 소리는 무한대에 가까운 많은 주파수를 포함합니
도입

다. 따라서 소음을 음악으로 바꾸려면 소리의 주파수(성분)를 복잡하게

감성적 체험

만들면 됩니다. 즉, 소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넣어 소리를 복

(20분)

잡하게 만들고, 단음의 소음이면 반주처럼 여러 소리를 첨가하고, 사람

* 수업 PPT

의 소음은 합창처럼 여러 소리로 만들면 소음이 사운드 아트로 변신 될
수 있습니다.

활동 1. 나는 사운드 아티스트
- 다양한 앱을 사용하여 소음 뮤직비디오 만들기
- 비트박스 만들기

ZaZa
BearBox:
Audio
Mixer,

☞활동 Tip 2차시 필수 활동을 수집한 장소별 소음을 소재로 다양한
비트박스, 및 영상을 만들어 편집합니다.

Recorder,
Music
Maker

활동 2. Sound Design 미래 직업체험
- 생활 속 알림음 만들기
전개

VivaVideo

- 사운드 디자이너

감성적 체험

a. 물건의 ‘소리’를 만드는 사람

(15분)

b. 자동차와 사운드 디자이너 관계
c.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뮤직비디오
제작 시 사용)

동영상, 사진
파일 인터넷
자료 참고
활동 3. 결과 공유하기

정리
감성적 체험
(10분)

- 완성된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
- 다른 모둠 결과물에 대하여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발표하기
-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 성공의 경험 나누기
- 최종 작품을 네이버 카페 ’STEAM 앱을 활용한 소리 다큐‘에 올
리기

교사/동료/자
기평가 프로젝트 제작
및 발표

☞Tip 교사용 참고 자료에 있는 앱 사용 설명을 참고

03

소음과 소리로 완성하는 Art
도입

1. 사운드 아트
사운드 아트는 ‘소리’를 주소재로 활용하는 예술로 어떠한 제한 없이 소리의 표현이나 생활로부터 발
생하는 소음을 소재로 하는 음향작품이다 . 1950년대 후 우연성음악의 존 케이지(John Cage), 개념
미술가들이 소음 및 다양한 소리를 소재로 사용하면서 사운드 아트 작품이 제작되었고 ‘소리’ 자체가
본격적으로 예술의 소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 더 나아가
1990년대에는 사운드 아트가 미디어아트 등의 예술 장르와 결합하면서 많은 작품이 등장하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현대예술의 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독일과 일본엔 사운드 아트 관련 학과는 물론
전용 전시관도 운영되고 있다.
2. 사운드 아트의 다양한 작품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다음 작품을 감상하여 창의적 작품제작에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
1) Song I Made Using Random Sounds (강력추천!)

https://youtu.be/wq5fNGCPDbY

2) The Art of Noise-Opus 4.

https://youtu.be/5f9Gqnz2jdQ?list=RDQMOWZwmb2vJx4

전개

활동 1. 나는 사운드 아티스트
- 다양한 앱을 사용하여 소음 뮤직비디오 만들기 (동영상, 사진 파일)
- 비트박스 만들기
a. 녹음한 소음 활용 또는 비트박스 앱 사용
b. 좋아하는 K-POP 백색소음, 핑크소음으로 따라하기
: 모둠원들끼리 만든 비트박스에 좋아하는 K-POP을 쉬~(백색소음), 쏴~ (핑크소음) 등의
의성어로 따라 부르고 영상 촬영

나는 사운드 아티스트
우리 모둠의 사운드 아트 작품 설명서
1. 제목 : 우리 학교 식당
2. 아티스트: 1조 아티스트
3. 사운드 소재: 식당 소음, 사람들 발걸음 소리, 학교 수업 벨 소리…….
4. 사용한 앱: 녹음, 비트박스, 영상편집 앱

5. 작품 해설:
(예시) 점심시간 전교생이 모이는 식당에는 다양한 ‘소음’가 있다. 이 소음을 소재로 비트박스를 만들고 좋아하
는 영상과 함께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보았다. 새로운 비트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영상으로 바뀌어 영상이 비트
박스와 함께 어우러지는 효과를 유도하였다.

활동 2. Sound Design 미래 직업체험
- 생활 속 알림음 만들기
(내 목소리로 만든 카톡 알림음, 가족 목소리로 지정 벨 만들기)
- 사운드 디자이너
a. 물건의 ‘소리’를 만드는 사람
b. 자동차와 사운드 디자이너 관계
c. 사운드 디자이너가 되려면?

Sound Design 미래 직업체험
우리 모둠이 만든 사운드 디자인 설명서
1. 제품 이름 및 용도: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인덕션)
2. 아티스트: 2조 아티스트
3. 사운드 소재: 모둠원 중 한 명의 애교 섞인 목소리
4. 사용한 앱: 음원 편집용 앱

5. 제품 설명:
(예시) 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 켤 때 나는 소리 – “불조~심”
가스레인지(전기레인지) 끌 때 나는 소리 - “안뇽”
엄마가 가스 불을 켰을 때 점화됐는지 늘 고개 숙이고 확인하시는데 걱정스러웠다. 또한, 조리 후 가스 불 끄
는 걸 가끔 잊으시는데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안뇽”으로 정해보았다

활동 3. 결과 공유하기
- 완성된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
- 다른 모둠 결과물에 대하여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발표하기
- 모둠별 사용한 스마트폰의 앱, 작품에서 사용된 소리의 특징 등 공유하기
-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 성공의 경험 나누기

읽을거리

♠ 원하는 소리만 쏙쏙 ~ 소리와 과학의 만남
이미 녹음된 소리에서 듣고 싶은 소리만을 골라 들을 수도 있다. 독립영화 최고의 흥행을 일으킨 ‘워낭
소리’, 이 영화를 보면 때로는 소에 매달린 워낭소리가 크게 들리고, 때로는 라디오 소리가 크게 들린
다. 어떤 방식으로 녹음한 것일까? 녹음 기술이 아니라 녹음한 것을 지우는 기술이다.
녹음한 소리는 소음이 차단된 스튜디오 세트에서 녹음한 것이 아니므로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사람
들의 말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가 섞여 있다 . 따라서 녹음한 소리에서 필요한 것은 키우고 잡음이 섞
인 부분은 반대로 줄이거나 지우게 되는데 이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주파수인 20~2만 헤르츠
(Hz)의 소리만 편집하면 된다 .
예를 들어 영화의 특정 장면에서 소의 목에 매단 방울(워낭)의 소리를 크게 만들고 싶다면, 그 소리가
포함된 1000㎐ 부분만 볼륨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특정 주파수 대역을 빼는 방법은 영화 음향
편집에서 흔히 쓰이는 소음 처리 기술로 노이즈 리덕션(Noise Reduction)이라 한다. 단, 균일하지
않은 소리일 경우 처리하기 어렵다.
이런 방식으로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누드 MP3’를 만들 수 있다. 누드 MP3는 가수들의 노
래에서 반주 부분인 MR을 제거한 것. 목소리에 해당하는 헤르츠(Hz)를 제외한 나머지를 제거하는 방
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동영상 플레이어를 이용해 만들 수 있다. 직접 제작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클
릭 한 번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오디오 플레이어 중 사람의 음성만을 강조해서 들을 수 있
는 메뉴를 제공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 메뉴를 선택해서 음원을 들으면 반주 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지만, 가수의 목소리 부분만을 강조
해서 들을 수 있다 . 반주와 노래가 합쳐진 음원에서 반주를 분리하려는 시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MR 파일만을 필요로 하는 수요 위주였다. 노래방 반주기에 없는 곡을 찾으려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MR 파일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원하는 소리만 쏙쏙~ 소리와 과학의 만남 (KISTI의 과학 향기 칼럼, KISTI)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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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학습 활동지

수업 활동사진

수업용 PPT

1차시

소음과 소리, 그리고 음악

수업 주제
이 활동을
하면

준비물

소음과 소리 그리고 음악
1. 소음, 소리, 그리고 음악을 이해 할 수 있습니다.
2. 소음을 수집하고 기보할 수 있습니다.
3. 소음의 유익과 활용을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수업

스마트기기

장소

사용 가능 교실

1. 소음, 소리, 그리고 음악
1) 다음의 영화 음악을 듣고 질문에 답해봅시다.
Sound of Noise

2001:A Space Odyssey

① 이 음악에 사용된 악기는 무엇인가?

① 이 음악에 사용된 악기는 무엇인가?

② 영화 음악이 만들어진 장소는?

② 영화 음악이 만들어진 장소는?

③ 이 곡은 컴퓨터음악인가, 연주 음악인가?

③ 이 곡은 컴퓨터음악인가, 연주 음악인가?

④ 이 곡의 기보법은?

④ 이 곡의 기보법은?

2) 문제 이해하기
‘Sound of Noise’와 영화 2001: A Space Odyssey 비교
공통점
다른 점

연주자 없는 음악 가능할까?
Musician

Technician

♠ 소음이 음악이 되는 과정 생각하기

---------------------------▶

1. 소음이란?

1) 소음 듣고 상상하기
소음 듣기

소음을 글로 표현하기

(예시) 볼펜 누르는 소리

딸깍딸깍

2) 사운드 아트 제작을 위한 소음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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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엌 소리, 화장실 소리,
운동장 소리, 교실 소리
조원

맡은 일

( )반( )번
이름(

)

( )반( )번
이름(

)

( )반( )번
이름(

)

( )반( )번
이름(

)

3) 과제를 위해 필요한 스마트폰 앱. (본인이 익숙한 앱으로 대체해서 사용해도 무방함 )

앱 명칭

Derecorder

소리분석 -과학실험
2

ZaZa BeatBox

VivaVideo

앱 아이콘

주요 기능

진폭, 진동수, 파형

각각의 트랙에 노래

음성 녹음, MP3

분석, 일시

를 녹음하고, 소리

자르기&구간 반복

정지&캡쳐 &파형

를 반복&음악을 통

재생 가능

겹치기를 통해 여러 합하여 믹스하는 기
파형 비교 가능

이외에
사용할 앱

능

영상 자르기,
나누기, 빨리 감기 ,
느리게 감기,
특수효과 및
장면전환, 필터,
자막 기능

2차시

소음, 소리 넌 정체가 뭐니?

수업 주제
이 활동을
하면

준비물

소음, 소리 넌 정체가 뭐니?
1. 소음과 고른음을 구별 할 수 있다.
2.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여 소음의 파형, 진폭, 진동수를 분석할 수 있다.
3. 분석·분류한 소음을 사운드 아트로 설계 할 수 있다.
수업

학습지, 필기도구, 스마트폰, 다양한 장소에서 녹취한 소음.

장소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교실

1. 생각해 봅시다 - ‘ 악! 소리에 돌아보는 CCTV’
1) CCTV가 비명소리를 어떻게 구별할까?
:
2) 보이지 않는 소리를 볼 수 있을까 ?
:
3) 소리마다 고유의 특징이 있을까?
:

2. 소리의 종류
1) 우리 주변에서 소음과 고른음을 찾아보자.
소음

고른음

2) 소리분석기 앱으로 소음과 고른음 탐색하기

a. 순간 주파수 특성 보기: 순간의 소리의 주파수의 세기를 보여준다.
(가로축: 주파수, 세로축: 소리의 크기)
b. 시간에 따른 주파수 특성 보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파수의 크기를 색깔로 표시한다.
소음 분석 앱 보는
방법

강할수록 진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가로축: 시간, 세로축: 소리의 크기)

3) 수집한 소음을 소리의 3요소로 분류하여 표로 정리하기.
조건 1. 소리의 3요소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조건 2. 1차시 활동에서 수집한 소음을 사용해 주세요.
조건 3. 소음이 사운드 아트로 변신하는 중입니다. 신중하게 작성해 주세요.

음높이(음고)
고

음량(크기)
저

대

음색(맵시)
소

부드럽다

날카롭다

4) 조별로 수집한 소음 1,2,3의 파동 일부분을 ‘소리 분석’ 앱을 참고해 그래프로 나타내
고, 소리의 3요소를 비교해 보자.

1) 소리가 가장 큰 소음은?
2) 소리가 가장 높은 소음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3) 세 가지의 소음의 파형은 모두 같은가? 다른가?
4)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5) 소음을 소재로 한 사운드 아트 설계하기.
소음을 소재로 사운드 아트 설계하기
(예) 부엌 소리 소음으로 설계- 늦잠으로 지각한 날 아침밥 준비하는 엄마!
1. 분노의 칼질(평소보다 큰 소리)을 표현하기 위한 도마소리의 반복
2. 물소리 크기를 배경음으로 제공(졸졸거리는 작은 소리- 마음을 다스리는 중.
3. 콸콸거리는 큰소리- 분노조절 실패 중, 갑자기 물소리 중단-분노 폭발 상태 등)
(조건)
1. 다음 시간까지 1 개 이상의 완성된 사운드 아트를 USB에 저장해서 가져오기
2. 사운드 아트의 총 길이는 10 초 이상 30초 이하
3. 영상을 함께 사용해도 무방함
4. 조원 모두가 역할을 고르게 분배

∙소음 수집 장소 및 주제:
∙소음1 기보 :

∙소음2 기보:

∙소음3 기보 :

∙사운드 아트 스토리 구상하기(말 또는 그림 또는 악보 등 다양한 기보법 활용 가능)

조원
(

)반 (

맡은 일
)번

이름(
(

)반 (

)
)번

이름(
(

)반 (

)
)번

이름(
(

)반 (

이름(

)
)번
)

3차시

소음으로 완성하는 사운드 아트

수업 주제
이 활동을
하면

준비물

소음으로 완성하는 사운드 아트
1. 준비된 소음으로 사운드 아트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물건의 특징을 소리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3. 소리와 첨단기술을 연계하는 미래 직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수업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한 소음.

장소

1. 사운드 아트 제작하기
1) 생각해 봅시다. 소음을 사운드 아트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
2) 나는 사운드 아티스트
조건 1. 2차시 설계를 바탕으로 소음을 다양한 앱을 사용하여 편집합니다.
조건 2. 작품 길이는 1분 30초 이상이 되도록 만듭니다.
조건 3. 모둠원이 다 참여해야 합니다.
나는 사운드 아티스트
우리 모둠의 사운드 아트 작품 설명서
1. 제목 :
2. 아티스트:
3. 사운드 소재:
4. 사용한 앱:
5. 작품 해설:

교실

2. 미래 직업체험 ‘Sound Design’
조건 1. 특정한 소리와 연결되는 물건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조건 2. 물건의 특징을 잘 나타내도록 ‘소리’를 만듭니다.
조건 3. 생활 속 알림음이 필요한 곳에 적당한 ‘소리’를 디자인합니다.

Sound Design 미래 직업체험
우리 모둠이 만든 사운드 디자인 설명서
1. 제품 이름 및 용도:
2. 아티스트:
3. 사운드 소재:
4. 사용한 앱:
5. 제품 설명:

자료출처 목록

1차시 : 소음과 소리 , 그리고 과학
1. 영화 ‘Sound of Noise’
https://youtu.be/gDYBK4m8VUM?list=PLSXrwiKBjvIep90QFUixS202wWp7FDuT9

2. 2001: A Space Odyssey
https://youtu.be/IP412YTxNGA

3. Sound of Noise 기보법 영상
https://youtu.be/B_RhcvEHqTA?list=PLSXrwiKBjvIep90QFUixS202wWp7FDuT9

4. 영화 2001: A Space Odysseyd의 기보
https://www.youtube.com/watch?v=JWlwCRlVh7M

5. 오케스트라 이미지 : 네이버 음악미술 개념 사진
..https://ter ms.naver.com/entry.nhn?docId=960318&cid=47310&
categoryId=47310

6. 소음의 이미지 [저작권: 에듀넷·티 클리어 ]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menu_id=82&contents_id=117993ab-340f-4ff
8-b80d-6c577264d727&sub_clss_id=CLSS0000000363&svc_clss_id=CLSS0000072427&contents_ope
napi=totalSearch&contents_openapi=totalSearch

7. 이돈응 지음. 무대 음향 II. 교보문고
8. 목혜정, 웹툰의 사운드 표현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36권: 2014년 . p. 469-491
9. 비명소음 듣고 범죄현장으로 출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70108010002205
10. 백색 소음 : 네이버 지식백과 (매경닷컴)
..https://terms. naver.com/entry.nhn?docId= 14374&cid=43659&categoryId=43659
11. 백색소음의 이미지 (korea.kr 인포그래픽웍스)
..http://www.korea.kr/policy/graphicsView.do?newsId=148775973

12. 초음파: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13. 백색소음 사운드, 이미지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olors_of_noise

2차시 : 소음 , 소리 넌 정체가 뭐니?
1. 악 ! 소리에 돌아보는 CCTV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s_hcd=&key=2014010913324843
26

2. 비명소리에 반응하는 CCTV 개발 (저작권자: The Science Times)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B%B9%84%EB%AA%85%EC%86%8C%EB%A6%AC%EC%97
%90-%EB%B0%98%EC%9D%91%ED%95%98%EB%8A%94-cctv-%EA%B0%9C%EB%B0%9C-2&s=%EC%8
6%8C%EB%A6%AC%20CCTV

3. 백색소음이란? “도서관에서 나는 소음은 무엇?” (저작권: 에듀넷·티 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contsvc/viewWkstCont.do?menu_id=82&contents_id=216316f3-4216-4b
a0-91f2-7d0bcab54dcf&sub_clss_id=CLSS0000000363&svc_clss_id=CLSS0000072458&contents_op
enapi=totalSearch&contents_openapi=totalSearch

4. 소리와 주파수 및 다양한 소리
https://www. soundsnap.com/tags/walla
http://www.grsites.com/archive/sounds/

5. 소음 도메인 이미지
http://www.mar sensing.com/en/Services/Underwater_Noise_Monitoring
https://s3.amazonaws.com/izotopedownloads/docs/rx5/de-noise_spectral.html

6. 고른음 도메인 이미지
http://soundmeditation.com/portfolio/harmonic-spectr um-analysis/

7. 사운드 아트 감상
https://yout u.be/8-U wbH4BUc4
https://youtu.be/0S43IwBF0uM

3차시: 소음과 소리로 완성하는 ART
1. 사운드 아트의 다양한 작품
https://yout u.be/wq5fNGCPDbY
https://yout u.be/5f 9Gqnz2jdQ?list=RDQMOWZwmb2vJx4

2. 사운드 디자이너 – 물건의 ‘소리’를 만드는 사람 (직업의 세계):
네이버 지식백과 (경향신문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7808&cid=58886&categoryId=58886

3. 원하는 소리만 쏙쏙~ 소리와 과학의 만남 (KISTI의 과학향기 칼럼 , KISTI)
..http://scent.ndsl.kr/site/main/archive/article/ 원하는-소리만- 쏙쏙- 소리와- 과학의- 만남

앱(App) 을 활용한 소리 다큐 : 첨단제품 활용형 -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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