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이야기입니다. 어느 숲속마을에 동물들끼리 싸움이 났습니다. 날개달린 새들과 다
리가 넷인 동물들은 서로 편을 나누어 싸웠지요. 그런데 날개가 있어 새 같은데 쥐같
이 새끼를 낳아 기르고, 동물 같은데 다리는 둘뿐이고 대신 날개를 가진 박쥐는 어디
에도 속할 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박쥐는 어두운 동굴
로 쫓겨나 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박쥐는 밤에 어떻게 나무 사이를 잘 날아다닐 수 있을까요? 아무
리 숲이 우거져 있어도 박쥐는 한 번도 나무 가지에 부딪히는 법이 없답니다.
비밀은 바로 박쥐 입이나 코에서 만드는 음파를 귀로 듣고 앞에 물체가 있다는 것
은 알아내는 재주 때문이랍니다.
자, 사람도 과연 앞에 있는 물체를 소리로 알아 낼 수 있을까요?

▶ 들어가기
· 소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준비물
· 각종 국악기 동영상 파일
· 초음파 안경 키트
· 소리굽쇠 2개
· 무향실 및 잔향실(한국표준과학연구원)

▶ 생각해보기
1. 소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 ‘도래미파솔라시도’의 각 음이 다르게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악기마다 소리가 다른 것은 무슨 이유일까?
* 다음 악기를 눈을 감고 듣고 맞춰 봅시다.

▶ 체험 및 실험해보기

1. 무향실과 잔향실
- 무향실과 잔향실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 안에서의 느낌은 어떻게 다른가?

생긴 모습

무향실

잔향실

소리 특징

2. 초음파 안경 쓰고 소리로만 사람 찾기 놀이
- 준비된 초음파 안경을 조립해 봅시다
- 다섯 사람이 짝이 되어 시연함.
- 세 사람은 안대를 쓴 사람의 앞에 아무 곳이나 발소리가 나지 않게 가만히
서 있는다.
-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게 안대를 하고 걷게 한다. 다른 한 사람은 안대한
사람 옆에서 앞에 있는 사람(물건)들의 위치를 설명하게 하여 안대한 사람이
지나가게 함.
- 다음에는 초음파 안경을 쓴 사람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위치를 소리만
듣고서 찾아내거나 피하여 지나간다.
- 어떻게 사람을 찾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

▶ 생각 정리하기
- 소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소리가 나는 것을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아파트의 이웃집 발자국 소리는 어떻게 해서 우리 귀에 들릴까?

- 밤이 되면 왜 소리가 잘 들릴까?

- 박쥐는 어떻게 소리를 내고, 들을 수 있을까?

▶ 학습 자료
1. 소리란 무엇인가?
소리는 물체의 떨림에 의해 만들어진다. 얇은 종이를 입 앞에 대고 소리를 내보면 금
방 알 수 있다. 풍선을 통해 소리 듣기를 해도 금방 알 수 있다.

바이올린은 줄도 고속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천천히 플레이 해보면 활이 줄을 떨게
하여 소리가 나는 것이 보인다. 우리의 목소리는 목구멍 속의 성대가 진동에 의해 만
들어 진다. 매미 배에 있는 울음판(발음판)도 여치의 날개 뒤에 감춰진 소리판도 열심
히 떨어서 나는 소리이다.

그런데 공기가 없는 우주공간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은
공기인데, 공기가 없기 때문이다. 소리는 공기뿐 아니라 액체, 고체에서도 전달된다.
벽이나 책상에 소리를 대면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고체가 소리를 더
잘 전달시키기 때문이다. 종이컵 전화기가 가능한 것도 실이라고 하는 물체가 소리를
전달해 주기 때문이다.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청진기도 뱃속의 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 개발된 것이
다. 뱃속의 소리를 전달해 주는 도구이다.

2. 들을 수 있는 소리와 들을 수 없는 소리
사람과 동물들은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와 영역이 다르다. 이는 서로 생활하는 환
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굴속에서 살고 있는 박쥐는 밤에 활동하고 동굴 속도 어
둡기 때문에 눈은 별로 쓸모없다. 그래서 박쥐는 스스로 소리를 내어 반사되는 음을
통해 물체를 판별한다.

그러나 박쥐가 내는 소리는 사람이 들을 수 없다. 너무 높은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코끼리끼리 대화하는 소리도 들을 수 없는데, 박쥐와는 반대로 너무 낮은 소리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3. 무향실과 잔향실
소리가 벽이나 천정에 부딪히면 일부는 흡수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반사된다. 무향실
의 모든 벽은 소리를 잘 흡수하는 재료로 만들어져 소리가 대부분 흡수되어 반사가
없는 곳이다. 무향이란 ‘반사가 없는’ 이란 뜻이다.

한편 잔향실은 무향실과는 반대로 모든 벽면을 소리가 잘 반사되는 재료로 만들어서
소리의 발생을 중단시켰을 때에도 소리가 오랫동안 남아있게 한 특수 음향 실험실이
다. 잔향이란 ‘남은 소리’란 뜻이다.

4. 소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소리의 특성을 결정하는 3가지 요소는 소리의 높이, 세기(크기) 및 맵시이다.
아빠와 엄마의 소리가 구분되는 이유는 아빠의 목소리보다 엄마의 목 소리가 높은 소
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맵시도 아빠의 소리는 거칠고 낮은 성분이 더 많이 섞여 있
고, 엄마의 소리는 고운 소리들이 더 많이 들어 있어서 그렇다.
소리의 맵시는 음색이라고도 하는데, 음색은 사람마다 각각 얼굴의 모습이 다른 것처
럼 소리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리를 구별해 내는 것도 얼굴을 눈으로
구별해 내는 것처럼 귀로 소리 구성을 구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메모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