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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리의 성질

3

(

)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벽에 붙인 녹음실
•녹음실이나 음악실에서는 노래와
악기 소리로 인해 소음이 생깁니다.
•녹음실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다
른 곳으로 잘 전달되지 않게 하려
면 녹음실 벽에 소리가 잘 전달되
지 않는 흡음재나 차음재를 붙입
니다.
•흡음재나 차음재는 표면이 거친
물질이나 작은 구멍이 많은 스타
이로폼을 사용합니다.

소리가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한
도로 방음벽
•자동차의 운행 소리, 경적 소리
등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는 소음이 발생하므로 사람이 많
이 모여 사는 곳이나 동물이 서식
하는 곳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로 주변에 소음을 차단하기 위
해 설치하는 방음벽은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이용하거
나 소리를 반사하는 구조를 주로
사용합니다.

과속 방지 턱을 설치해
자동차를 느리게 달리도록
하면 자동차의 소음을 줄일
수 있어요.

소음
교과서 106~109쪽, 실험관찰 56~57쪽

 우리 주변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
⑴ 소음에 대한 경험
① 소음 :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
② 음악처럼 크고 높은 소리도 소음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③ 소음을 들었을 때의 느낌 :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나쁘며, 집중할 수 없습니다.

⑵ 소음의 종류와 소음이 생기는 까닭
① 소음이 생기는 곳 : 도로, 공사장, 인도,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비행기 등
② 소음의 종류
도로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 등

공사장

건설 기계 소리, 땅을 뚫는 소리 등

③ 소음이 생기는 까닭
•도로에서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입니다.
•공사장 건설 기계가 움직이면서 큰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⑶ 소음을 줄이는 방법
① 소리의 세기를 줄이거나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이용하여 소음을 줄
일 수 있습니다.
확성기 소리

확성기의 사용을 줄인다.

피아노 소리

벽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붙인다.

비행기 소리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도록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 공항을 짓
는다.

② 소리를 반사시켜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굴착기 소리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이 방음벽 밖으로 나오지 않도
록 반사시킨다.

자동차 소리

도로 방음벽을 설치해 소음을 도로 쪽으로 반사시킨다.

낱말 사전

경적(警笛) 주의나 경계를 하도
록 소리를 울리는 장치. 또는 그
소리
방음(防音) 안의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거나 밖의 소리가 안으
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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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벽에 붙인 녹음실

▲ 소리가 반사되는 성질을 이
용한 도로 방음벽

과학 3-2
EBS의 허락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 복제, 제본,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으로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책3.indb 152

2020-04-24 오전 9:50:40

⑷ 우리 주변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
① 공동 주택에서 생기는 소음 : 뛰어 다니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밤늦게 들리는 청소기 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
② 공동 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
•천천히 걸어 다니고, 바닥에 소음 방지 매트를 깝니다.
•문을 살살 닫고, 문에 푹신한 물질을 붙입니다.
•의자를 들고 이동하거나 의자 다리에 끼우개를 끼웁니다.

인형극의 배경
•이야기 속의 모든 배경을 그리기
보다 인형극에서 가장 중심이 되
는 배경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배경을 제작할 때 그림으로 그리
거나 사진을 이용하거나 관련 자
료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밤늦게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음악 소리를 줄이거나 이어폰을 사용합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생활 수칙을 만듭니다.


⑴
⑵
⑶

다양한 소리로 인형극 꾸미기
친구들과 인형극의 대본을 씁니다.
스케치북에 인형극의 배경을 그리고, 인형극에 필요한 소품을 만듭니다.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를 달리하면서 인형극에 필요한 소리를 만들어 연습합니다.
소리

소리 내는 방법

바람 소리

인형극의 소리를 내기 위한 방법
•주인공의 움직임은 모두 다른 소
리를 냅니다.
•주변의 물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리를 냅니다.
•물에 빠지는 장면은 구슬을 물에
떨어뜨려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말이 달리는 소리는 손으로 책상
을 빠르게 두드려서 표현할 수 있
습니다.

비닐봉지를 크게 돌려 소리를 낸다.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
발걸음 소리

책을 펄럭이는 소리를 낸다.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

씨가 떨어지는 소리

콩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박이 떨어지는 소리

책의 넓은 부분을 바닥으로 세게 던진다.

박이 갈라지는 소리

종이를 찢는다.

⑷ 친구들 앞에서 인형극을 발표해 봅니다.

여러 가지 물체로 다양한 소리 내기
•유리병을 불어서 소리를 냅니다.
•조개껍데기를 비벼서 소리를 냅
니다.
•볼펜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
를 냅니다.
•우유갑을 부딪쳐서 소리를 냅니
다.
•주먹으로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
를 냅니다.
•뽁뽁이를 비틀어서 소리를 냅니다.

확인 문제
1.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끄러
운 소리를 (
)(이)라고 합니다.
2.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등은 ( 도로 , 공원 ,
공사장 )에서 나는 소음입니다.

3.	공사장 주변에서 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
)을/를 설치
합니다.
4. 인형극의 배경은 인형극에서 가장 ( 중심이 되는 , 중요하지 않은 )
배경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 1 소음 2 도로 3 방음벽 4 중심이 되는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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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개념

1

소음의 종류에 대해 묻는 문제

2

소음이 생기는 까닭과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

⑴ 소음이 생기는 까닭
•도로에서 자동차가 빨리 달리기 때문임.

⑴ 소음 :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거나 건강을

•공사장 건설 기계가 움직이면서 큰 소리를 내기

해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임.

⑵ 소음을 들었을 때의 느낌 :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⑵ 소음을 줄이는 방법

나쁘며,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었음.

•확성기의 사용을 줄임.

⑶ 소음의 종류

•도로에 도로 방음벽을 설치함.

•도로 :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아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함.

이들이 장난치는 소리 등

•과속 방지 턱을 설치해 자동차를 느리게 달리도록

•공사장 : 건설 기계 소리, 땅을 뚫는 소리 등

함.

01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은 어느 것입니까? (

)

03 다음 중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에 ◯표

① 개들이 짖는 소리
② 가구를 끄는 소리
③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④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
⑤ 굴착기로 땅을 뚫는 소리

하시오.

)
⑴ 자동차 경적 소리를 크게 한다. (

들을 때 스피커를 이용하여 크게
⑵ 음악을
듣는다.

(

)


빠르게 달리는 곳에 과속 방지
⑶ 자동차가
턱을 설치한다.

(

)

04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02 다음과 같은 소음이 생기는 곳은 어디입니까?


(

)

자동차의 운행 소리, 경적 소리 등으로 교통량
이 많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① 도로		
③ 공원		
⑤ 연주회장

154

② 학교
④ 공사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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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30쪽

개념

3

공동 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묻는 문제

⑴ 공동 주택에서 생기는 소음 : 뛰어 다니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시끄러운 음악 소리 등

⑵ 공동 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

개념

4

다양한 소리로 인형극을 꾸미는 활동에 대해 묻는
문제

⑴ 인형극의 대본을 씀.
⑵ 스케치북에 인형극의 배경을 그리고, 필요한 소품
을 만듦.

⑶ 여러 가지 물체로 인형극에 필요한 소리를 만듦.

•천천히 걸어 다님.
•문을 살살 닫음.
•음악 소리를 줄이거나 이어폰을 사용함.

07 다음은

인형극의 배경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생활 수칙을 만듦.

05 다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소음을 표현한 것입니
까? (

)

이야기 속의 모든 배경을 그리기보다 인형극에
서 가장 (
)이/가 되는 배경을 그린다.

(

)

① 도로
② 공원
③ 공사장
④ 연주회장
⑤ 공동 주택

06 다음 중 공동 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이는 방
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뛰어 다닌다.
② 축구공을 굴린다.
③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④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
⑤ 문을 열 때 벽에 부딪히게 세게 연다.

08 다음은 인형극에 필요한 소리와 소리를 만들 때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관계있는 것끼리 선으로
이으시오.

⑴
⑵ 

바람 소리

•

•㉠

책

날개를 퍼덕이는
•
소리

•㉡

비닐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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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음

중 소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04~05] 다음은 소음이 발생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입
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시끄러운 소리이다.
㉡ 생활을 방해하는 소리이다.
㉢ 건강에 도움을 주는 소리이다.

(

)

04 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종류를 두 가지 쓰시오.
(

)

02 소음을 들었을 때의 느낌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
지 고르시오. (

,

)

① 집중이 잘 된다.
② 기분이 나빠진다.
③ 머리가 맑아진다.
④ 기억력이 좋아진다.
⑤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된다.

서술

05 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

03 다음과 같은 소음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
건설 기계 소리, 땅을 뚫는 소리, 트럭 소리

① 도로
② 공원
③ 학교
④ 공사장
⑤ 주차장

156

형

)

중요

06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

① 스피커의 소리를 줄인다.
②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한다.
③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한다.
④ 과속

방지 턱을 설치하여 자동차가 느리게
달리도록 한다.
⑤ 공항

주변에 스피커를 설치하여 비행기 소
리가 잘 들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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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07 다음은 도로에서 생기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설

치한 것입니다. 소리의 어떤 성질을 이용한 것입
니까? (
)

① 소리의 크기		
③ 소리의 세기		
⑤ 소리의 높낮이

10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뛰어 다닌다.
② 공놀이를 하지 않는다.
③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
④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
⑤ 문을 열 때 벽에 부딪히지 않게 살살 연다.

② 소리의 반사
④ 소리의 모양

11 다음은 다양한 소리로 인형극을 꾸미는 과정입니
08

다음과 같은 녹음실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문을 두드린다.
② 스피커 소리를 크게 한다.
③ 악기 소리를 더 크게 낸다.
④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한다.
⑤ 벽에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을 붙인
다.

다.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시오.

㉠ 친구들과 인형극의 대본을 쓴다.
㉡ 친구들 앞에서 인형극을 발표한다.
㉢ 스케치북에 인형극의 배경을 그리고, 필요
한 소품을 만든다.
㉣ 여러 가지 물체로 인형극에 필요한 소리를
만들어 연습한다.

(

)

12 다양한 소리로 인형극을 꾸밀 때 생각해야 할 것
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서술

형

09 공동 주택에서 생기는 소음의 종류를 한 가지 쓰
고,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쓰시오.

)

① 소리를 내는 방법을 생각한다.
② 인형극을 꾸밀 이야기를 정한다.
③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만 내는 연습을 한다.
④ 인형극에

필요한 소리는 무엇이 있는지 생
각해 본다.
⑤ 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는
지 생각해 본다.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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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 문제
문제 해결 전략
소음은 사람의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들거
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시끄러운 소리
입니다. 공사장, 공원 등에서 각종 소음
이 발생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다음은 소음이 발생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핵심 키워드
소음


같이 소음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인지 골라 ◯표 하시오.
⑴ 위와
도로, 상가, 공원, 공사장, 공동 주택


같은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쓰시오.
⑵ 위와
스피커의 소리를 ( 크게 , 작게 ) 해서 사용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문제 해결 전략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이웃에
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므로 주의를 기울
여야 합니다.

2

다음은 공동 주택에서의 생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핵심 키워드
공동 주택, 소음


사람이 귀를 막고 있는 까닭을 쓰시오.
⑴ 아랫집
빈칸을 채우며
서술형·논술형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해 보세요!

윗집에서 음악을 들을 때 스피커의 소리를 크게 해서 (
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⑴번 답과 같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쓰시오.
⑵위
음악을 들을 때에는 스피커의 소리를 줄이거나 (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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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쪽
정답과 해설 31쪽

학교에서 출제되는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미리 준비하세요.

1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소음이 발생하는 곳입니
다. 물음에 답하시오.

3

실전 문제

다음은 우리 주변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 도로 방음벽

▲ 녹음실

 ㉠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리의 어
⑴위
떤 성질을 이용한 것인지 쓰시오.
(
 소음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인지 쓰시오.
⑴위
(

을 쓰시오.

)


쓰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쓰시오.



4



2

 ㉡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용한 방법
⑵위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종류를
⑵ 위와


)

다음은 인형극을 연습하는 장면입니다. 인형극에
필요한 소리를 내는 방법을 빈칸에 쓰시오.

다음 공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두 가지 쓰시오.

소리

소리를 내는 방법

바람 소리

⑴

날개를 퍼덕이는 소리

⑵

발걸음 소리

⑶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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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원의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세요.

물체에서 소리가 날 때의 공통점

소리의 전달

  

▲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 소리가 나는 소리굽쇠
손을 대 보면 떨림이 느
의 떨림 때문에 물이 튀
껴짐.
어 오름.

 소리가

날 때 물체가 떨림.

  

▲ 고 체 를 통 한 ▲ 액 체 를 통 한 ▲ 기체를 통한
소리의 전달
소리의 전달
소리의 전달

 소리는

여러 가지 물질의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를
통해 전달됨.

소리의 성질
소리의 세기와 높낮이
소리의 세기

소리의 높낮이

좁쌀

▲ 약하게 칠 때

▲ 세게 칠때

작은북을 약하게 치면 좁쌀이 낮게 튀어 오르고, 작은북
을 세게 치면 좁쌀이 높게 튀어 오름.
 소리의

세기는 소리의 크고 작은 정도임.

소리의 반사

▲ 실로폰

팬 플루트는 관의 길이, 실로폰은 음판의 길이에 따라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짐.
 소리의 높낮이는 소리의 높고 낮은 정도임.

소음을 줄이는 방법

스타이로폼판

나무판

▲ 스피커의 소리가 크게
들림.


소리가 나무판
▲ 스피커의
보다 작게 들림.

 소리는

딱딱한 물체에서는 반사가 잘 되지만, 부드러
운 물체에서는 반사가 잘 되지 않음.

160

▲ 팬 플루트

▲ 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 ▲ 소리가 반사되는 성질
는 물질을 붙인 녹음실
을 이용한 도로 방음벽

 소리의 세기를 줄이거나 소리의 전달을 막기도 하고,
소리의 반사를 이용해 소음을 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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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리의 성질
정답과 해설 32쪽

04 앞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표 하
01 다음 (  

시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나는 스피커에서는 떨림이 느껴
⑴ 소리가

목에 손을 대고 소리를 내 보면 손에서 작은
(
)이/가 느껴진다.

(

진다.

)

⑵ ㉡ 스피커에 손을 대면 아무 느낌이 나지 않
는다.

)

02 다음 중 떨림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를 골라 기호
를 쓰시오.
㉠

(
(

)

[05~06] 다음은 고무망치로 소리굽쇠를 가볍게 친 후 수
조에 담긴 물에 대어 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종을 칠 때

▲ 벌이 날아갈 때

㉢

㉣

중요

05 위 실험에서 고무망치로 가볍게 친 소리굽쇠에서

좁쌀

느껴지는 것을 쓰시오.

(
▲ 소리가 나지 않는 소
리굽쇠를 물에 댈 때

)

▲ 작은북을 약하게
칠때

(

)

서술

형

06 위 실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까닭과 함께 쓰시오.

[03~04] 다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 스피커와 소리가 나
는 스피커에 손을 대 보는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07 작은 소리를 내는 경우를 두 가지 고르시오.


▲ 소리가 나지 않는 스피
커에 손을 대 보기

▲ 소리가 나는 스피커에
손을 대 보기

03 위의 ㉠과 ㉡ 중 손에서 떨림이 느껴지지 않는 것
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

,

)

① 귓속말을 할 때
② 야구장에서 응원할 때
③ 멀리 있는 친구를 부를 때
④ 도서관에서 친구에게 이야기할 때
⑤ 달리기 대회에서 우리 반을 응원할 때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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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08 다음은 작은북 위에 좁쌀을 올려놓고 북채로 약

[11~12] 다음 악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하게 쳤을 때와 세게 쳤을 때 소리의 세기를 비교
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

좁쌀

▲ 약하게 칠 때

11 위 악기의 관 ㉠과 관 ㉡을 불 때 소리가 다른 까

▲ 세게 칠 때

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

보기

① 관의 길이
③ 관의 두께
⑤ 관의 무게

㉠ 약하게 칠 때와 세게 칠 때 소리의 세기가
다르다.
㉡ 약하게 칠 때 작은 소리가 나고, 세게 칠 때
큰 소리가 난다.
㉢ 약하게 칠 때 북이 크게 떨리고, 세게 칠 때
북이 작게 떨린다.

(

② 관의 굵기
④ 관의 색깔

12 위 악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
까? (

)

[09~10] 다음 실로폰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① 채로 두드린다.
② 관의 길이가 모두 같다.
③ 소리를 조절하는 단추가 있다.
④ 관이 길수록 낮은 소리가 난다.
⑤ 관이 짧을수록 큰 소리가 난다.

13 소리의 높낮이를 이용한 악기가 아닌 것을 골라

점점 ( ㉡ )
소리가 난다.

기호를 쓰시오.

점점 ( ㉠ )
소리가 난다.

09 위의 (  

)

㉠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 (

)

▲ 작은북

▲ 실로폰

㉢
서술

㉣

형

10 위 09번 답과 같은 소리가 나는 실로폰의 특징을
쓰시오.

▲ 기타

▲ 바이올린

(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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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높은 소리가 나는 경우를 골라 기
호를 쓰시오.
보기

보기

17 다음은 책상을 두드릴 때 책상에 귀를 대고 소리

를 들어 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으로 알아보려
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 실로폰의 짧은 음판을 친다.
㉡ 작은북을 북채로 약하게 친다.
㉢ 팬 플루트의 가장 긴 관을 분다.

(

)

[15~16] 다음은 물속에서 스피커를 찾아보는 실험입
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① 고체를 통한 소리의 전달
② 기체를 통한 소리의 전달
③ 액체를 통한 소리의 전달
④ 고체와 기체를 통한 소리의 전달
⑤ 기체와 액체를 통한 소리의 전달

18 다음 중 액체를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는 경우를

플라스틱 관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시오.
㉠

㉡

㉢

㉣

15 위 실험에서 스피커의 위치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려고 사용한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

)

중요

16

(

)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
까? (
)
① 플라스틱 관에 물을 채운다.
② 중간에 스피커의 소리를 끈다.
③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는 전달되지 않는다.
④ 소리가 나지 않는 스피커를 물속에 넣는다.
⑤ 플라스틱

관이 스피커에 가까워질수록 소
리가 크게 들린다.

19 멀리 있는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으
로 옳은 것에 ◯표 하시오.

⑴ 귓속말을 한다.	
⑵ 실 전화기를 이용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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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

형

중요

20 다음과 같이 두 친구가 실 전화기로 이야기하면

서 실에 손을 대 보았을 때의 느낌을 쓰고, 그 까
닭을 쓰시오.

21 다음

23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
입니까? (

)

① 나무판은

스타이로폼판보다 소리가 잘 반
사된다.
② 스타이로폼판은

나무판보다 소리가 잘 반
사된다.
③ ㉠과

㉡에서 판을 치우면 들리는 소리의 크
기가 작아진다.
④ ㉠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를 들을 때보
다 더 크게 들린다.
⑤ ㉡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소리를 들을 때보
다 더 크게 들린다.

중 실 전화기의 소리가 잘 들리게 하
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보기

보기

24 다음은 소리의 성질을 이용하여 소음을 줄이는

㉠ 실에 물을 묻힌다.
㉡ 실을 팽팽하게 한다.
㉢ 실을 최대한 길게 한다.

방법입니다. (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
시오.

(

)

[22~23] 다음은 소리가 나는 스피커를 플라스틱 통 속
에 넣고 여러 가지 물체를 이용하여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 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나무판

▲ 나무판을 들고 소리
듣기

22 위의 ㉠과 ㉡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를 비교하여
>, =, <로 나타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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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이로폼판

▲ 스타이로폼판을 들
고 소리 듣기

㉠(

공사장 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건설 기계의
소리를 줄이거나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
로에서 나는 소리를 줄이는 것은 소리가
(
)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소음을 줄이
는 것이다.

)㉡

25 공동 주택에서 소음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
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천천히 걸어 다닌다.
② 문을 닫을 때 살살 닫는다.
③ 의자 다리에 끼우개를 끼운다.
④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다.
⑤ 물렁한 공을 벽에 마음껏 튀긴다.

과학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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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과 해설 33쪽

1

다음은 작은북 위에 좁쌀을 올려놓은 다음, 북채로 쳐 보는 실험의 결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좁쌀

▲ 약하게 칠 때

▲ 세게 칠 때

 실험에서 같게 해야 할 조건과 다르게 해야 할 조건을
⑴위

보기

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 북의 종류    ㉡ 좁쌀의 양    ㉢ 북채의 길이    ㉣ 북을 치는 세기
같게 해야 할 조건

다르게 해야 할 조건

 ㈎와 ㈏의 북에서 나는 소리를 비교하고, 좁쌀이 튀어 오르는 높이가 다른 까닭을 쓰시
⑵위
오.

2

다음은 책상을 두드릴 때 들리는 소리를 들어 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

㉡

 ㉠과 ㉡에서 앉아 있는 친구가 소리를 듣는 방법을 각각 쓰시오.
⑴위
㉠

책상 앞에 앉아서 책상에 귀를 (

) 소리를 듣는다.

㉡

책상 앞에 앉아서 책상에 귀를 (

) 소리를 듣는다.

 ㉠과 ㉡에서 소리는 물질의 어떤 상태를 통해 전달되는지 각각 쓰시오.
⑵위

5. 소리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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