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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리의 성질

2

(

)

달에서 소리의 전달
달에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소리의 전달과 반사
교과서 100~105쪽, 실험관찰 53~55쪽

 소리의 전달
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 들어 보기 : 책상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책상을 두드
리는 소리가 책상을 통해 전달됩니다.

책상에 귀를
대고 있는 학생은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므로 책상
을 두드릴 때 세게 두드
리지 않도록 해요.
⑵ 소리의 전달
① 소리는 물질을 통해 전달됩니다.  소리가 나는 물체의 떨림은 여러 가지 물
질의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철을 통한 소리 전달

②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기체인 공기를 통
해 전달됩니다.  물체의 떨림이 주변의 공기를
떨리게 하고, 그 공기의 떨림이 우리 귀까지 도
달해 소리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③ 소리는 나무나 철과 같은 고체에서도 전달됩니다.
④ 소리는 물과 같은 액체에서도 전달됩니다.

•막대기를 이용해 철봉을 두드릴
때 철봉에 귀를 대고 있던 친구에
게 소리가 전달됩니다.
•고체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경
우입니다.

▲ 공기를 통한 소리 전달

⑶ 물질의 상태에 따른 소리의 전달
① 고체를 통한 소리 전달

      

▲ 실 전화기로 멀리 있는 친
구에게 소리를 전달합니다.

▲ 땅에 귀를 대고 땅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듣습니다.

② 액체를 통한 소리 전달

      
낱말 사전

물질 물체를 만드는 재료

140

▲ 수중 발레 선수는 수중 스
피커로 음악을 듣습니다.

▲ 잠수부는 먼 곳에서 오는
배의 소리를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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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체를 통한 소리 전달

      

▲ 꼬불꼬불한 관 속의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됩니다.

스피커의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통 안의 공기를 빼면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인 공기가
줄어들어요.

▲ 스피커에서 울리는 떨림으
로 인해 촛불이 흔들립니다.

⑷ 공기를 뺄 수 있는 통 안에서 나는 스피커 소리
① 공기를 뺄 수 있는 통 안에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넣
고 공기를 빼면 소리가 작아집니다.
② 펌프질을 하면 통 속의 공기가 밖으로 빠져 나가면서
스피커

통 속의 공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③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공기가 적어지기 때문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제 실험 관찰로 알아볼까?

물속에서 소리가 나는 스피커 찾아보기

[준비물]
물이 담긴 원형 수조, 식용 색소(파란색), 유리 막대, 방수 스피커, 스마트 기기, 플라스틱 관
[실험 방법]
① 물이 담긴 수조에 파란색 식용 색소를 섞어 물속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②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물속에 넣고, 플라스틱 관을 이용해 스피커를 찾아봅니다.
③ 스피커의 소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이야기해 봅니다.

식용 색소는 물을 불투명하게
만드는 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스피커의 소리가 가장 큰 곳에
서 스피커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관

◀ 물속에 있는 스피커 찾기

[실험 결과]
① 스피커를 찾는 방법 : 플라스틱 관이 스피커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크게 들립니다.
②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수조의 물과 플라스틱 관, 관 속의 공기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확인 문제
1.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소리는 (
)을/를 통해 전달되고, 달
에는 (
)이/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2.	소리는 공기와 같은 (
), 나무와 같은 (
), 물과 같은
(
)에서도 전달됩니다.

3.	잠 수부가 먼 곳에서 오는 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
)을/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4. 물속에

넣은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플라스틱 관이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 작게 , 크게 ) 들립니다.
정답 1 공기, 공기 2 기체, 고체, 액체 3 액체(물) 4 크게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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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전화기를 만들 때 실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용수철, 풍선, 긴 막대, 구리선 등

 실을 이용한 소리의 전달
⑴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한 소리의 전달
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됩니다.
②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를 전달했습니다.
③ 물속에서 바위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⑵ 실을 이용해 소리 전달하기
① 숟가락에 연결한 실을 귀에 걸고 젓가락으로 숟가락을 두드릴 때 나는 소리는
실 전화기의 소리가 잘 전달되는
조건
•실을 팽팽하게 할수록 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실에서 생긴 소리가 컵으로 잘 전
달되기 위해서는 컵의 바닥과 실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이 두꺼울수록 더 단단하게 당
겨질 수 있으므로 가는 실보다 두
꺼운 실이 소리를 잘 전달합니다.
•실의 길이가 길면 소리가 잘 전달
되지 않으므로 실의 길이는 15`m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예상한 것보다 크게 들립니다.
② 실을 통해 숟가락이 울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실
숟가락

숟가락을 두드리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는
들리지 않도록 매우 약하게
두드려 실을 통해 소리가
전달되도록 해요.

젓가락

⑶ 실 전화기의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하는 방법
① 실의 길이가 짧을수록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② 실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소리의 반사
⑴	텅 빈 체육관이나 동굴에서 소리를 들은 경험 : 소리가 울리고, 잠시 뒤 다시 들립
니다.

⑵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스피커의 소리 듣기
①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플라스틱 통 속에 넣고 소리를 들어 봅니다.
② 플라스틱 통의 위쪽에서 나무판을 비스듬히 들고 있을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
소리를 반사하는 정도가
달라요.

소리를 들어 봅니다.
③ 플라스틱 통의 위쪽에서 스타이로폼판을 비스듬히 들고 있을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 봅니다.
스타이로폼판

나무판

  

  

스피커

▲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 듣기
낱말 사전

▲ 스타이로폼판을 들
고 소리 듣기

④ 세 가지 상황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순서

전달(傳達) 지시, 명령, 물품 따
위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전하
여 이르게 함

142

▲ 나무판을 들고 소리
듣기

나무판을 들고
소리 듣기

>

스타이로폼판을
들고 소리 듣기

>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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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소리의 반사
① 소리의 반사 :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
② 소리는 딱딱한 물체에서는 잘 반사되지만,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소리가 흡수
되어 잘 반사되지 않습니다.
③ 우리 생활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경우
•암벽으로 된 산에서 소리가 반사되어 메아리가 들립니다.
•목욕탕에서 소리를 내면 소리가 목욕탕의 벽에 부딪쳐 반사되어 울립니다.
아빠
야호

우리 생활에서 소리가 반사되는
경우
•동굴에서 들리는 메아리는 소리
가 딱딱한 벽에 잘 반사되기 때문
입니다.
•도로의 시끄러운 소리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도로의 방음벽은
소리를 반사시킵니다.
•천장의 반사판을 이용하면 공연
장 전체에 소리를 골고루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암벽 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 목욕탕에서 울리는 목소리
▲ 공연장 천장에 설치된 반사판

이제 실험 관찰로 알아볼까?

실 전화기를 만들어 소리 전달하기

[준비물]
실, 종이컵 두 개, 누름 못, 클립 두 개, 가위
[실험 방법]
① 종이컵 바닥에 누름 못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② 구멍에 실을 넣고, 실의 한쪽 끝에 클립을 묶어 실이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③ 다른 종이컵도 ① ~ ②와 같이 만듭니다.

누름 못

실

클립

실 전화기는 실의 떨림으로 소
리가 전달됩니다.

실 전화기의 소리를 더 잘 들리
게 하려면 실에 물을 묻히거나
실을 팽팽하게 하거나 실을 짧
게 하거나 실을 손으로 잡지 않
습니다.

④ 실 전화기로 친구와 이야기해 봅니다.
[실험 결과]
① 멀리서 이야기하는 친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② 소리가 전달될 때는 실에서 작은 떨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③ 실 전화기에 말을 하면서 실에 손을 대 보면 약한 떨림이 느껴지는데, 이것은 종이컵과 연결
된 실이 떨리면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확인 문제
1.	숟가락에 연결한 실을 귀에 걸고 젓가락으로 숟가락을 두드리면
(
)을/를 통해 숟가락이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2.	실 전화기는 실의 (
)(으)로 소리가 전달됩니다.

3.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
)(이)라 고 합니다.
4.	소리는 ( 딱딱한 , 부드러운 ) 물체에서는 잘 반사됩니다.
정답 1 실 2 떨림 3 반사 4 딱딱한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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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념

1

2

물질의 상태에 따른 소리의 전달에 대해 묻는 문제

⑴ 고체를 통한 소리 전달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에 대해
묻는 문제

•실 전화기로 멀리 있는 친구에게 소리를 전달함.
•땅에 귀를 대고 땅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들음.

⑴ 책상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면 책상을 두드리는

⑵ 액체를 통한 소리 전달

소리가 책상을 통해 전달됨.

•수중 발레 선수는 수중 스피커로 음악을 들음.

⑵ 물속에서 소리가 나는 스피커 찾기

•잠수부는 먼 곳에서 오는 배의 소리를 들음.

•플라스틱 관이 스피커에 가까워질수록 소리가 더

⑶ 기체를 통한 소리 전달

크게 들림.

•꼬불꼬불한 관 속의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됨.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수조의 물과 플라스틱

•스피커에서 울리는 떨림으로 인해 촛불이 흔들

관, 관 속의 공기를 통해 전달됨.

림.

01 책상에 귀를 댄 채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

보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표 하시
오.

⑴ 소리가 전달된다.
⑵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
(

)
)

⑷ 소리는 물질을 통해 전달되며, 대부분의 소리는 기
체인 공기를 통해 전달되고 나무나 천과 같은 고
체, 물과 같은 액체를 통해서도 전달됨.

03 소리를 전달하는 물질을 세 가지 이상 쓰시오.
(

)

04 액체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02 다음은 물속에서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찾아보는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한 것입니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소리는 수조의 물, 플라스틱 관, 관 속의
(
)을/를 통해 전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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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꼬불꼬불한 관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다.
②실
 전화기로 멀리 있는 친구의 소리를 듣
는다.
③ 땅에

귀를 대고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다.
④ 물속의

잠수부는 먼 곳에서 오는 배의 소리
를 듣는다.
⑤ 철봉에

귀를 대고 막대기로 철봉을 두드리
는 소리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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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27쪽

개념

3

실을 이용해 소리를 전달하는 실험에 대해 묻는
문제

개념

⑴ 숟가락에 연결한 실을 귀에 걸고 젓가락으로 숟가

4

실 전화기를 만들어 소리를 전달하는 실험에 대해
묻는 문제

⑴ 실 전화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까닭 : 실의 떨림

락을 두드리면 예상한 것보다 소리가 크게 들림.

으로 소리가 전달되기 때문임.

⑵ 숟가락에 연결한 실을 귀에 걸고 젓가락으로 숟가

⑵ 실 전화기의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하는 방법 : 실의

락을 두드리면 실을 통해 숟가락이 울리는 소리가

길이를 짧게 하거나 두꺼운 실을 이용하거나 실을

선명하게 들림.

팽팽하게 잡아당기거나 실에 물을 묻힘.

05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한 소리의 전달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에 ◯표 하시오.

07 다음은 실 전화기로 소리를 전달하는 모습입니
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⑴ 책상을 두드리면 소리가 전달된다. (

바위가 부딪치는 소리를 들을 수
⑵ 물속에서는
없다.

(

)


이야기할 때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
⑶ 친구들과
달된다.

(

)

실 전화기의 한쪽 종이컵에 입을 대고 소리를
내면 실의 (
)을/를 통해 다른 쪽 종이
컵에 소리가 전달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

)

06 다음과 같이 숟가락에 연결한 실을 젓가락으로
두드려 소리를 전달할 때 숟가락이 울리는 소리
는 무엇을 통해 들리는지 쓰시오.

08 실 전화기의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

)

① 실에 물을 묻힌다.
② 실을 느슨하게 한다.
③ 두꺼운 실을 사용한다.
④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⑤ 실의 중간을 손으로 잡는다.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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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5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스피커의 소리를 듣는
실험에 대해 묻는 문제

개념

6

소리의 반사에 대해 묻는 문제

⑴ 소리의 반사 :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

⑴ 텅 빈 체육관이나 동굴에서는 소리가 울리고, 잠시

아오는 성질  목욕탕에서 소리를 내면 소리는 목

뒤 다시 들림.

욕탕의 벽에 부딪쳐 반사되어 울림.

⑵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스피커의 소리 듣기

⑵ 소리는 딱딱한 물체에서 잘 반사됨.
⑶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소리가 흡수되어 잘 반사되지

①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플라스틱 통 속에 넣고 소
리 듣기

않음.

② 플라스틱 통의 위쪽에서 나무판을 비스듬히 들
고 있을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듣기

11 다음 (  

③ 플라스틱 통의 위쪽에서 스타이로폼판을 비스듬
히 들고 있을 때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듣기

소리가 산이나 벽과 같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
오는 성질을 소리의 (
)(이)라고 한다.

 소리가 크게 들리는 순서 : ② > ③ > ①

[09~10] 다음은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플라스틱 통 속
에 넣고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
리를 들어 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
스타이로폼판

나무판

스피커

▲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 듣기

09 다음 (  

▲ 나무판을 들고
소리 듣기

▲ 스타이로폼판을
들고 소리 듣기

) 안의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 보기 위해 ㉡
과 ㉢에서 이용한 물체가 ( 같다 , 다르다 ).

12 다음

중 소리의 반사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
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보기

10 위 실험에서 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146

)

㉠ 암벽 산에서 메아리를 듣는다.
㉡ 체육관에서 공이 튀는 소리를 듣는다.
㉢ 실 전화기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눈다.
㉣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로의 소음을 줄인다.

(

)

과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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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28쪽

04 이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
느 것입니까? (

[01~02] 다음은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 보는 실
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01 위 실험의 결과에 맞게 (  

)

① ㉠-㉡-㉢
② ㉡-㉠-㉢
③ ㉡-㉢-㉠
④ ㉢-㉠-㉡
⑤ ㉢-㉡-㉠

) 안의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책상에 귀를 대고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
으면 소리가 ( 들린다 , 들리지 않는다 ).
서술

형

05 이 실험에서 스피커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쓰고,
소리가 무엇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쓰시오.

02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표 하시오.
⑴ 공기를 통해 소리가 전달된다.
⑵ 책상을 통해 소리가 전달된다.

(
(

)
)

[03~05] 다음은 물속에서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찾아
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물속에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넣는다.
㉡ 플라스틱 관을 이용해 스피커를 찾아본다.
㉢ 물이 담긴 수조에 파란색 식용 색소를 섞어 물속이
보이지 않게 한다.

03 위 실험에서 필요한 준비물에 모두 ◯표 하시오.
플라스틱 관 스피커 고무망치
수조 소리굽쇠 식용 색소

중요

06 고체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교실에서 운동장에 있는 친구를 부른다.
② 수중 발레 선수는 물속에서 음악을 듣는다.
③ 잠수부는

먼 곳에서 오는 배의 소리를 듣
는다.
④실
 전화기로 멀리 있는 친구에게 소리를 전
달한다.
⑤ 스피커에서

울리는 떨림으로 인해 촛불이
흔들린다.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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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07 다음은 잠수부가 먼 곳에서 오는 배의 소리를 듣

는 모습입니다. 이때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되
는지 쓰시오.

(

10 우리 주변에서 소리가 나는 여러 가지 모습과 소
리를 전달하는 물질의 상태를 서로 관계있는 것
끼리 선으로 연결하시오.

)

⑴

•

•㉠

기체

⑵ 

•

•㉡

고체

⑶ 

•

•㉢

액체

[08~09] 다음은 소리가 나는 스피커 앞에 촛불을 놓아
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1~12] 다음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소리가 전달되는
여러 가지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08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

㉡

㉢

에서 골

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11 위의 ㉠~㉢ 중 기체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것

㉠ 스피커에 손을 대 보면 떨림이 느껴진다.
㉡ 스피커에서 바람이 나와서 촛불이 흔들린다.
㉢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의 떨림이 촛불에 전
달되어 촛불이 흔들린다.

(

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

12 위의 ㉠~㉢ 중 땅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듣는 경우
와 소리가 전달되는 물질의 상태가 같은 것을 골
라 기호를 쓰시오.

09 위에서 소리는 무엇을 통해 전달되는지 쓰시오.
(

1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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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13~14] 다음은 실 전화기를 이용해 소리를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15 ㉠~㉢에서 들리는 소리의 크기를 바르게 비교한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

① 모두 같은 크기로 소리가 들린다.
② ㉠은 ㉡보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③ ㉠은 ㉢보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④ ㉡은 ㉠보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⑤ ㉡은 ㉢보다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13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
까? (

)

서술

① 실을 통해 소리가 전달된다.
② 기체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이다.
③ 고체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이다.
④실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
느낌이 나지 않는다.
⑤실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면서 실에 손을
대 보면 약한 떨림을 느낄 수 있다.

14 위에서 실 전화기의 소리를 더 잘 들리게 하는 방
법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형

16 이 실험 결과, 어떤 물체에서 소리가 잘 반사되는
지 쓰고 소리의 반사에 대해 쓰시오.

[17~18] 다음은 우리 생활에서 소리가 들리는 경우입
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아빠
야호

보기

㉠ 얇은 실을 이용한다.
㉡ 실을 팽팽하게 한다.
㉢ 실을 손으로 잡는다.

▲ 암벽 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

)

17 위와 같은 경우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소리
의 어떤 성질 때문인지 쓰시오.
(

[15~16] 다음은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해 스피커의 소
리를 들어 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

나무판

스타이로폼판

▲ 목욕탕에서 울리는
목소리

)

18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 옳지 않은
것은 ×표 하시오.


암벽 산과 같이 딱딱한 물체에 소리
⑴ ㉠은
가 부딪혀 되돌아오는 것이다.

스피커

▲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 듣기

▲ 나무판을 들고
소리 듣기

▲ 스타이로폼판을
들고 소리 듣기

(

)

⑵ ㉡은 딱딱한 벽에 목소리가 흡수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울리는 것이다.

(

)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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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문제 해결 전략
소리는 고체, 액체, 기체를 통해 전달됩
니다.

1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물질의 상태에 따라 소리가 전달되는 여러 가지 경
우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

핵심 키워드
물질의 상태, 소리의 전달


㉠~㉢ 중 기체를 통해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를 골라 기호
⑴ 위의
를 쓰시오.
(

)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쓰시오.
⑵ 위의



문제 해결 전략
암벽 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와 목욕탕
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소리가 딱딱한 물
체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2

소리가 나는 물체의 떨림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인 (
(
), (
)을/를 통해 전달된다.

),

다음 두 장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

핵심 키워드
소리의 반사

▲ 눈 쌓인 들판

▲ 텅 빈 체육관

 두 장소 중 소리가 울리는 곳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⑴위
(
빈칸을 채우며
서술형·논술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⑴번 답과 관계있는 소리의 성질을 설명한 것입니다. (   )
⑵위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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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아가다가 물체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성질을 소리의
(
)(이)라고 한다. 소리는 딱딱한 물체에서는 잘 (
)
되지만, 부드러운 물체에서는 소리가 흡수되어 잘 (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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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쪽
정답과 해설 29쪽

학교에서 출제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미리 준비하세요.

1

다음은 지구와 달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
오.

3

실전 문제

다음은 나무판과 스타이로폼판을 이용해 스피커
의 소리를 듣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나무판

▲ 지구

▲달

▲ 나무판을 들고 
소리 듣기

⑴ 위의 지구와 달 중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
는 곳은 어디인지 쓰시오.
(

스타이로폼판

▲ 스타이로폼판을 
들고 소리 듣기

⑴ 위의 ㉠과 ㉡ 중 스피커의 소리가 더 크게
)

들리는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⑵ 위 ⑴번 답을 쓴 까닭을 소리의 전달과 관
련지어 쓰시오.

2

⑵ 위 ⑴번 답을 고른 까닭을 쓰시오.









다음은 물속에서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찾는 실
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스틱 관

4

다음과 같이 공연장의 천장과 벽에 붙어 있는 판
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고, 그 역할을 쓰시오.

⑴ 위 실험에서 스피커를 찾는 방법을 쓰시오.


⑵ 위 실험에서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는 무엇
을 통해 전달되었는지 쓰시오.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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