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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재는 2018 년도 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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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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속 과학 원리 찾기

유형

첨단제품 활용형

세부

스마트폰 , 애플리케이션, 사이매틱스 아트 실험 도구

요구환경
재료구입
난이도

활용 가능성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 가능, 앱 설치를 위한 무선 인터넷 필요,
사이매틱스 실험 도구
사이매틱스 실험 도구 1세트당 약10만원
중하 / 간단한 앱 설치 및 활용 / 사이매틱스 실험 중

과학 및 음악 교과 뿐만 아니라 시각화 미술 교과 , 공학 연계 가능

‘앱 (App)을 활용한 소리 다큐 – 음악 속 과학 원리 찾기’ STEAM
프로그램은 2015 개정 교육과적을 적용하고 있는 고등학생을
개발자 추천의 글

대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첨단제품을 활용으로 스마트 단말을 활용하여 소리의 원리를
이해하고 소리를 시각과화 하는 실험을 통해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인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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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의 과학
탐구’의 학습 내용과 연계된 탐구 활동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과학 원리를 찾고 원리
를 설명할 수 있다.
! 음악 분야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예
술적 활동으로 체험하게 함으로 과학의 즐거움과 성공의 기쁨을 체험하도록 한다.
! 사이매틱스 실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소리를 시각화하고 이를 예술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인지할 수 있
다.
! 본 프로그램에서는 고등학생 개개인이 첨단기기의 기술 주체자가 되어 원리를 파악하는 과학적 시
각을 갖도록 도우며, 과학의 중요성과 예술의 표현을 결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제
시하고자 한다.

■ 학습 목표
! 생활 속의 과학 탐구 – 문화예술 속 과학
!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한다.
! 공학의 세계 – 다른 학문 및 지식과 공학의 융합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그 전망을 예측한다.
!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다양한 종류의 음악
!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주어진 조건에 따라 간단한 음악 작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다.
!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고 평가할 수 있다.

■ STEAM 과목 요소
! S : 물질의 규칙성과 결함
! T/E : 공학의 세계
! A : 음악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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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과

프로그램명

음악 속 과학 원리 찾기

학교급

고등학교

차

(차시대체형)

시

총 2시

! 자연 현상과 사물에 대하여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
구 능력의 함양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명을 기른다.
- 자연 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 자연 현상을 이해하고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른
다.
- 자연 현상을 탐구하여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한다.
- 과학과 기술 및 사회의 상호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 과학 학습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과학의 유용성을 인식하여 평행 학습 능력을 기른다.
! ‘공학 일반’은 공학으로부터 창조, 응용, 융합, 복합 등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는 다
양한 기술을 이해할 수 있으며, 기초적 기술 소양과 공학 설계, 지식 재산 등의 기초 위
에, 정보통신, 자동화, 에너지, 재료, 생명, 환경, 건설, 융합을 주제로 한 다양한 공학세계
교육목표

의 기본 원리와 전망을 이해하고 체험하여, 미래 공학을 전망하고 자신의 공학 진로를 설
계할 수 있도록 한다.
- 공학의 개념, 가치, 소양, 지식 재산 가치를 이해하고, 공학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구상하는 공학적 설계과정을 통해서 융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공학적 사고를 기른다.
- 정보통신공학, 자동화 공학, 에너지 공학, 재료 공학, 생명 공학, 건설 공학 세계의 기본 원
리와 전망을 이해하고, 융합 공학 및 융합 지식의 동향을 파악하여 융합적 사고를 기른다.
- 공학의 세계와 미래 전망을 예측하며,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자신의 공학 진
로 설계 능력을 기른다.
! ‘음악’은 음악적 정서 함양 및 표현력 개발을 통해 자기 표현 능력을 신장하고 자아 정체
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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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교과

과학(과탐), 공학, 음악
내용요소: 생활 속의 과학 탐구 – 문화예술 속 과학

2015 개정
교육과정 연계

과학

성취기준:
[10과탐02-01] 생활 제품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 5 -

실생활에 적용되는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0과탐02-02] 영화, 건축, 요리, 스포츠, 미디어 등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에 적용된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 과학이 적용된 생활 제품, 영화, 건축, 유리, 스포츠. 미디어, 놀이 체험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과학적 원리, 유용성, 즐거움 등을 깨달
을 수 있는 실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생활 주변에서 탐구 가능한 주제를 중심
으로 한 실험과 탐구 활동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내용요소: 공학의 세계
공학

성취기준:
[12공학02-15] 다른 학문 및 지식과 공학의 융합의 필요성을 이해하며 그 전망을
예측한다.
내용요소: 고등학교 수준의 음악 요소와 개념, 다양한 종류의 음악
성취기준:
[12음03-02] 음악과 관련된 직업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한다.

음악

- 음악의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이해하고,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탐색하여 음악 관련 직업에 대해 기대와 증지를 갖도록 한다.
[12음03-03]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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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합인재교육(STEAM) 학습준거
□ 상황제시

! 음악 작품 속에도 과학 원리가 들어 있다. 음악의 작곡, 악기의 소리, 소리 전달 과정을 탐구하여
감상 위주의 예술 작품 속에 어떤 과학 원리가 들어 있는지 알아본다.
! 어떤 과학 원리들이 음악 속에 숨어 있을까?

□ 창의적 설계

! 소리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리의 전달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 이를 이용한 미디어 아트의 사례를 보고 독창적인 미디어 아트를 설계한다.
- 과학의 발전에 따라 예술의 발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해한다.
- 미래의 예술 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감성적 체험

! 사이매틱스 실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소리를 시각화하고 이를 예술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인지할 수 있다.
- 과학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예술 작품들에 대한 영상을 통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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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계획
<평가기준 – 교사평가용>
평가 영역

평가항목

보통(B)

미흡(C)

우리 주변의 다양한 소
문제 해결 리에 관심이 많고 소리
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과정
잘 설명할 수 있음.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 주어진 제시에 관심이
물에 관심이 있고 소리 없고 수업의 참석이 비
의 원리에 관심이 있 협조적임.
음.

산출물
도출

소리의 원리와 전달 과
정을 정확하게 이해하
고 사이매틱스 아트 실
험을 성실히 수행하고
결과가 좋음.

소리의 원리, 악기의 소리의 원리나 공명에
원리와 공명을 이해하 는 관심을 보이나 수행
고 사아매틱스 아트 실 에는 적극적이지 않음.
험을 성실히 수행함.

집중과
끈기

수업 중 이론 설명과
모둠 활동에 집중하며
즐겁게 적극적으로 참
여함. 실험에 대해 성
실히 책임감 있게 마무
리함.

수업 중 이론 설명과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
모둠 활동에 집중하며 로 참여하지 않고 실험
참여함. 실험에 대해 결과에 관심이 없음.
관심을 두고 집중함.

창의적 설계

감성적 체험

우수(A)

호기심과
자신감

창의성

새로운 내용과 융합적 새로운 내용에 관심이 새로운 내용에 대해
수업에 흥미 있고 자 있으며 융합적 실험은 흥미가 거의 없으며
신 있게 결과에 도달 다소 힘들어함.
융합적 과제를 어려워
함.
하여 열심히 참여하지
않음.
수행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음악과 과학
의 다양한 기초지식을
잘 융합함으로 실험의
독창성과 결과가 뛰어
남.

수행과제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음악과 과학
을 융합하여 창의적
아이디어는 부족하나
실험 결과는 흥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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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완성하는 과정
에서 음악과 과학의
창의적 융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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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 활동에 참여하였는
가?

지식정보처
리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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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적
사고역량

과학과 공학, 음악의 융합적 사고력이 발전하였으며 원리
를 잘 이해하여 창의적으로 설계하였는가?

심미적
감성 역량

모둠별 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
와 가치를 발견하였는가?

의사소통
역량

모둠별로 역할 분담이 잘 되었으며 협동적으로 활동이 이
루어졌는가?

공동체
역량

모둠별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이바지했다고
생각하는가?

평가 척도
상

중

<생활기록부 기재 예시 >

소리의 원리와 전달과정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음
소리의 원리와 전달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이매틱스 실험을 성실히 참여하여 결과가 우수함.
수업 중 이론 설명과 모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실험을 대해 성실히 책임감 있게 마무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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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학급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고등학교 (차시대체)
교사용교재

음악 속 과학 원리 찾기
1차시

음악 속 과학 원리 찾기

수업 주제

음악 속 과학 원리 찾기
․ 고등학교 과학 – 생활 속의 과학 탐구

관련 교과

․ 고등학교 공학 – 공학의 세계
․ 고등학교 음악 – 음악과 직업

수업 목표

차시

1/2

STEAM
요소

1. 음악 속에 과학 원리가 들어있는 예를 찾아보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2. 과학 원리가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있다.
! 음악 분야에 과학 원리를 알아보는 실험을 통해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할 수

수업 의도

있다. 이를 예술적 활동으로 체험하게 함으로 과학의 즐거움과 성공의 기쁨
을 체험하도록 한다.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단계

수업

교실

장소

학습내용

(시간)
[모둠별 활동]

학습자료
! 디지털 음
원을 사용

! 음악 속에 과학 원리가 들어있는 예

한

- 2019년 방탄소년단(BTS)가 발표한 신곡 ‘IDOL’에 국악의 소리가
음악에 사용되었다. 악기 소리를 실제로 녹음한 것일까?(추론, 발표)

예제

동영상
-

BTS

‘ I D O L ’

도입

Teaser
(상황제시)

https://you

(20분 내외)

tu.be/Rd0

주 교과: 과학

UqlRf1eE

그림 11 BTS ‘IDOL’ Tea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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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IDOL’ 음악에서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악기는 무엇인가?
답안) 국악기의 소리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 Tip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느낀 점에 대해 자유
롭게 대답을 하되, 국악의 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점에 주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 소리(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답안) 소리의 전달 과정, 소리의 디지털화
! 음소리를 녹음하고 디지털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
엇인가?
답안) 실제 악기소리를 녹음, 편집하여 디지털화 하므로 편리하게
악기의 소리를 사용할 수 있다.
! 음악 속에 어떤 과학 원리가 있을까?
답안) 소리의 3요소
⓵ 소리의 크기(진폭)
진폭은 진동의 폭을 의미하며 같은 주파수에서는 진폭이 클수록 크게
느껴진다. 그리고 소리의 세기그 변하더라도 빈동수는 달라지지
않으며, 소리의 세기 단위로는 dB(데시벨)을 사용한다.
다름 그림은 같은 주파수에서 다른 진폭을 보여준다.

그림 13 진폭에 따른 주파수 파형

⓶ 음고(음높이, pitch)
주파수의 높고 낮음에 따라 우리 귀에는 소리의 높고 낮음으로 들린
다. 주파수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고 음이 높게 느껴지며, 주
파수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고 음이 낮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100hz는 150hz보다 낮게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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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이돈응 저 ,
무대음향

그림 14 음고에 따른 주파수 파형

⓷ 음색(timber)
음색은 주파수의 모양(파형)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사람마다 목
소리가 다른 것은 음색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림 15 음의 세기와 높이가 같지만 음색이 다르다.

- 소리 전달 과정에서의 과학 원리
! 소리는 어떻게 전달되며 인지되는가?

그림 16 소리의 전달

그림 17 전기 원리에 의한 소리 전달 과정

답안) 소리의 전달 과정
소리의 발생과 전달, 청취의 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소리는 물체의
진동에 의해 발생한다. 이 진동은 주변 공기의 압력을 변화시키며, 이
압력의 변화는 다시 그 주면 공기에 영항을 주어 상하좌우 모든 방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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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우리 귀에 전달된 진동은 귀의 내부 구조
에 의해 분석되어 뇌에 전달되고 뇌는 이미 기억하고 있던 진동의 내용
에 따라 그 소리를 인식한다.
- 과학의 도움을 받아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추론, 발표)
답안) 휴대전화, 무선 송신, 라디오 등
답안) 유익한 점(원거리 정보전달 가능, 재난 상황에 신속한 구조,
앰블란스 경고음, 신속한 위치 추척 경찰 출동 등)
답안) 대형 콘서트장에 설치된 스피커, 이어폰, 헤드폰, 블루투스 스피
커나 헤드폰, 무전기, 휴대전화 등
!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 원리가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과학
의 유용성을 설명한다.
[심화 학습]
! 주파수
- 파형이 시작되어 다시 반복하기 전까지 걸리는 시간을 주기
(period)라고 하며, 이 주기가 1초 동안 몇 번 일어나는가, 즉 1초 동
안 이루어지는 진동의 횟수를 주파수라고 한다. 주파수의 단위로는 헤
르츠(Hz) 또는 CPS(Cycle Per Second)를 사용하는데, 음향에 관
심화학습 자료

해서는 대부분 Hz를 사용한다.
! 가청주파수
-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나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범위는 20~20,000Hz이며, 20KHz 이상의
들리지 않는 높은 주파수를 초음파(supersonic wave 또는
Ultrasonic), 20Hz 이하의 들리지 않는 낮은 주파수를
초저주파음(infrasound)라고 한다.
! G oogl e
P l a y
store
[심화학습]

심화학습 자료

Noise

Meter

! 주파수 분석 앱을 활용하여 소리의 특징을 시각화하여 확인 할 수
있다.

-

Sound

Analy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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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Google Play Store – Noise Meter(무료)

<소음 분석 앱 보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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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색으로 표시된다.
가로축: 시간, 세로축: 소리의 크기
! 소리(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원리는 무엇인가?
! 음악 속에 어떤 과학 원리가 있나?
! 소리는 어떤 원리로 전달 되는가?
! 소리의 3요소는 무엇인가?
정리

! 다음 시간에는 소리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사이매틱스 아트를 실험
할 것이다. 사전에 필요한 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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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평가
-

관찰 ,

Q&A, 토
론
! 주파수 생
성기

2 차시

사이매틱스 아트

수업 주제

사이매틱스 아트
․ 고등학교 과학 – 생활 속의 과학 탐구

관련 교과

․ 고등학교 공학 – 공학의 세계
․ 고등학교 음악 – 음악과 직업

차시

2/2

STEAM
요소

! 사이매틱스 실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소리를 시각화하고 이를 예술 작품으로
수업 목표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인지할 수
있다.
! 사이매틱스 실험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소리를 시각화하고 이를 예술 작품으로

수업 의도

발전시킬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 과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예술 작품으로 표현이 가능함을 인지할 수
있다.

준비물

학습지, 필기도구, 미리 제시된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

단계

수업

학습내용

(시간)

교실

장소

! 음악 속 과학 원리를 이용한 예술 작품 만들기
1) 사이매틱스 아트

학습자료

! 사 이 매틱
스

소리가 일으키는 파동을 공기, 물, 모래 등의 매체를 통해 소리를 시
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기법
2차시

작품

예
https://youtu
.be/Q3oItpVa

- 사이매틱스 아트와 진동

9fs

진동 주파수 Hz 와 패턴의 상관관계: 주파수에 따라 규칙적인 팬턴
창의적 설계

이 생기는데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형패턴이 복잡하고 정교하며 낮아

감성적 체험

질수록 패턴은 단순함

[모둠]
주 과목: 음악
! 사이매틱스
제작
https://youtu
.be/wvJAgrU
그림 28 사이매틱스 작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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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4w

- 사이매틱스 감상하기

! 참고 영상:
에반
트:

그랜
사이매

틱스를
해

통

소리를

눈으로

! 소리의 특성을 사이매틱스 작품으로 시각화

이게

보
만들

기

- 주파수의 조합으로 독특한 움직임 패턴 실험
- 모둠 활동으로 소리를 주제로 주제 선정, 사이매틱스 작품 계획 설
계 및 사진이나 영상 촬영(1분 이내)
- 모둠 발표
! 생활에 유익한 과학과 공학의 결과물에 예술적 가치를 더했을 때
오는 효과를 발표
- 사례, 시각, 청각, 촉각 디자인

! 참고 앱:

- 모둠 발표

- 주파수 사운
드 생성기

https: //play
.google.com
/stor e/apps
/details?id=
com.f inest a
그림 35 사이매틱스 제작 설명

ndroid. soun
dgenerator

! 참고: 사이매틱스 아트를 위한 소리 발생 앱

! 교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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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참고 앱 : 주파수 생성기
– Google Play Stroe

! 과학적 산물이 예술적 산물이 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사회를 움직
일 수 있는 문화가 되는 과정을 경험한다.

관찰 ,

Q&A, 토
론

- 사례 발표

활동 - 작품 공유하기
- 완성된 작품 감상하고 평가하기
- 다른 모둠 결과물에 대하여 느낀 점, 새롭게 알게 된 점 발표하기
-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힘들었던 점, 성공의 경험 나누기

! 서울대학교
! 우리의 전통음악 악기인 국악기의 음원을 디지털화하여 연주나 음
심화학습 자료

반 제작에 사용되는 대표 사례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과학센터에서 개발하여 무료 배포 중인 국
악기 앱과 전문가용 국악기 음원 라이브러리

음 악 대학
예술과학센
터
- 홈페이지
http://catsn

- 17 -

u.com/Main

그림 47 국악기 연주 앱

/Main.aspx

그림 48 전문가용 국악 가상악기

- 국악기 음원
라이브러리 다
운로드 주소

그림 49 국악 폰트

http://catsn
u.com/Proje
ct /Gugak.a
spx

! 국악기 앱
그림 50 국악기 앱 연주 영상

연주 예제
동영상

- 국악기 음색, 연주 특성, 소리의 특성을 파악하여 문화적 정체성의
가치를 생각하고 발표하도록 한다.
- 국악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한다.
! 국악기의 디지털화 방안
- 분석, 자료 수집, 표준화, 디지털화 과정을 과학적 사고로 설계하도
록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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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매틱스를 위한 음향 장치 조립]
<주의 사항 >
전기 콘센트, 소형 앰프, 스피커에 물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실험을 마친 후 수량을 확인하여 박스에 담아주세요.
1. 장비를 확인합니다.
- 스피커 , 소형 앰프, 전원 어댑터 , 신호 케이블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그림> 58 스피커

< 그림> 59 어댑터, 신호 케이블, 소형 앰프

2. 소형 앰프 ‘AUX’에 신호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 그림 60> AUX에 신호 케이블 연결

< 그림 62> 신호 케이블을 스마트폰에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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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피커를 소형 앰프에 연결합니다.
- 녹색(칼라) 케이블은 소형 앰프 빨강 단자, 검정 케이블은 검정 단자에 연결합니다.

- 스피커 케이블 연결 방법
스피커 케이블을 홈에 넣고 소형 앰프의 단자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깁니다.

4. 소형 앰프에 어댑터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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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면 볼륨을 줄인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를 켭니다 .
-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리면 소리가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커집니다 .

6. 소형 앰프는 2개의 스피커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두 개의 스피커를 연결하십시오 .

7. 그릇을 스피커 진동판 위에 올리십시오.
- 그릇이 진동판 위에 있을 때 진동이 잘 전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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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활동지]

[수업 활동 사진 ]

- 22 -

자료출처 목록
! 과학기술·예술 융합(STEAM) 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과학기술부(2011)
! 융합인재교육(STEAM) 성과발표회 자료집, 한국과학창의재단(2011)
! 이돈응 저, <무대음향>, 무대음향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교보문고(2008)
! 디지털 음원을 사용한 예제 동영상 - BTS ‘IDOL’ Teaser
https://youtu.be/Rd0UqlRf1eE
! 참고 앱 : Noise Meter, Sound Analyzer - Google Play store
! 사이매틱스 작품 예
https://youtu.be/Q3oItpVa9fs
! 사이매틱스 제작 예
https://youtu.be/wvJAgrUBF4w
! 참고 앱 : 주파수 사운드 생성기 – Google Play Store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finestandroid.soundgen
erator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과학센터
- 홈페이지
http://catsnu.com/Main/Main.aspx
- 국악기 음원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주소
http://catsnu.com/Project/Gugak.aspx
! 국악기 앱 연주 예제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91CAmTpAjU&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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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시

음악 속 과학 원리 찾기

학습내용
! 음악 속에 과학 원리가 들어있는 예
- 2019년 방탄소년단(BTS)가 발표한 신곡 ‘IDOL’에 국악의 소리가 음악에 사용되었다. 악기 소리를 실제
로 녹음한 것일까?(추론, 발표)

그림 88 BTS ‘IDOL’ Teaser

! BTS ‘IDOL’ 음악에서 독특하다고 생각되는 악기는 무엇인가?

! 소리(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 음소리를 녹음하고 디지털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과학적 원리는 무엇인가?

! 음악 속에 어떤 과학 원리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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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그림은 같은 주파수에서 다른 진폭을 보여준다.

그림 90 진폭에 따른 주파수 파형

그림 91 음고에 따른 주파수 파형

그림 92 음의 세기와 높이가 같지만 음색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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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전달 과정에서의 과학 원리
! 소리는 어떻게 전달되며 인지되는가?

그림 93 소리의 전달

그림 94 전기 원리에 의한 소리 전달 과정

- 과학의 도움을 받아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추론, 발표)

! 과학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 원리가 생활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과학의 유용성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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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소리(음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원리는 무엇인가?
! 음악 속에 어떤 과학 원리가 있나?
! 소리는 어떤 원리로 전달 되는가?
! 소리의 3요소는 무엇인가?
! 다음 시간에는 소리를 시각화 할 수 있는 사이매틱스 아트를 실험할 것이다. 사전에 필요한 앱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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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

사이매틱스 아트

학습내용

! 음악 속 과학 원리를 이용한 예술 작품 만들기
1) 사이매틱스 아트
소리가 일으키는 파동을 공기, 물, 모래 등의 매체를 통해 소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예술기법

그림 98 사이매틱스 작품 예

- 사이매틱스 감상하기

! 사이매틱스 아트를 위한 소리 발생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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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6 참고 앱 : 주파수 생성
기 – Google Play Stroe

활동 - 작품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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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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