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주제 2. 화산의 모양 알아보기

개념 역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과정 역 ●`다양한 산의 모양을 자세히 관찰하고,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

의 모양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목표

34�35쪽

3/6 차시

25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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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산의 모습을

관찰하고 분류하기

�다양한 산의 옆모습 관찰하기

�다양한 산의 꼭 기 모습 관찰하기

�산 모양의 차이점 토의하기

�산의 모양으로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 분류하기

2. 화산의 특징 알기 �화산의 특징에 하여 토의하기

gkRtmQ rody

tlFgjA rhkSckF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의 다른점

�화산은 산봉우리가 보통 하나이며, 꼭

기가 움푹 패여 있다. 

�화산이 아닌 산은 체로 다른 산들과

이어져 산맥을 이루고 있으며, 산봉우

리가 볼록하다.

화산 화산이 아닌 산

번호 ① ② ④ ⑤ ⑧ ③ ⑥ ⑦

특징

�꼭 기가 오목하

다.

�한 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산들과 연

결되어있지않다.

�봉우리가 뾰쪽하

거나 볼록하다.

�여러 개의 산이

연결되어 있다.

�산등성이, 봉우리,

골짜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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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의 사진 혹은 슬라이드

wnS ql anF

xkArn ghkFehD rhkwjD

1. 다양한 산의 모양을 관찰하고 분류하기(교과서 34�35쪽)

(1) (2)

(3) (4)

화산이 아닌 산 사진 혹은 슬라이드

우리나라의 산 사진 혹은 슬라이드

백두산

설악산 마이산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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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5) (6) (7) (8)

1) 위에 주어진 사진 자료를 보고 산의 모양에 따라 분류해본다.

① 봉우리의 모양에 따른 분류

■ 우리 나라 산의 사진을 보고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으로 분류해 본다.

보충 학습

�산의봉우리가오목한산 ………………………………………………………………① ② ④ ⑤ ⑧

�산의봉우리가뾰족하거나볼록한산 …………………………………………………③ ⑥ ⑦

2) 위의 사진 분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화산인산…………………………………………………………………………………① ② ④ ⑤ ⑧

�화산이아닌산 …………………………………………………………………………③ ⑥ ⑦

② 산의 옆 모습에 따른 분류

�다른여러개의산들과연결되어있는산 ……………………………………………① ② ④ ⑤ ⑧

�다른산과연결되어있지않은산………………………………………………………③ ⑥ ⑦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마이산

화산인 산：백두산, 한라산 화산이 아닌 산：설악산, 마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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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산의 특징 알기

1) 화산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한다.

�멀리서 보면 정상 부근이 삿갓을 뒤집어 놓은

것과 비슷하다.

�다른 산들과 이어져 있지 않다.   

�꼭 기 부분이 오목한 분화구가 있다.

2) 화산이 아닌 산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야기한다.

�다른 산들과 이어져 있다.

�봉우리가 뾰족하거나 볼록하다.   

�산등성이, 봉우리, 골짜기가 있다.

3) 화산의 모양이 화산이 아닌 산의 모양과 다른 까닭을 화산 분출이 일어나는 현상과 관

련시켜 토의한다.

화산의 꼭 기는 용암이나 가스가 나왔던 곳으로 움푹 패 고, 오랜 시간이지나 그 곳

에 물이 괴어 호수가 되기도 한다.

분화구와 칼데라의 차이점

�분화구：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한 구멍으로 화구라고도 한다.

�칼데라(함몰 화구)：일반적으로 분화구보다 지름이 더 크다. 화산의 모습이 이루어진 후 2

차 폭발이나 함몰 때문에 분화구가 커진 것이다.  � 백두산 천지

wkARRRRS®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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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산은 체로 산봉우리가 하나이며, 산꼭 기가 움푹 패여 있고 멀리서 보면 정상 부근이

삿갓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다.

�우리 나라의 표적인 화산：백두산, 한라산

2. 화산이 아닌 산은 산봉우리가 볼록하며, 다른 산들과 연결되어 산맥을 이루고 있다.

�산등성이, 산봉우리, 산골짜기가 있다.

wjD  fl

1. 다음 사진을 보고 화산인 산과 화산이 아닌 산으로 구분해보자.

① ② ③ ④

(1) 화산인 산 ……………………………………………………………… ( , )

(2) 화산이 아닌 산 ……………………………………………………… ( , )

2. 화산이 보통 산과 구별되는 특징은 무엇인가? ( )

① 산꼭 기가 뾰족하다.

② 다른 산과 이어져 있다.

③ 산봉우리가 움푹 패여 들어갔다.

④ 경사가 완만하거나 급하다.

⑤ 산골짜기가 있다.

vuD  rk

1. (1) ②, ③ (2) ①,④ 2.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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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산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

화산은 지구 내부로부터 용융된 마그마가 통로, 즉 화도를 통해 분출되면서 형성된다. 용

암과 암석 조각들이 화도 주변에 쌓여 원뿔 형태 또는 돔 형태의 구조를 보인다. 

rosuA gotjF

2. 화산의 모양이 제각기 다른 이유는?

화산은 모두 화산 활동으로 생겼지만, 멀리서 볼 때 그 모양이 제각각 다르다. 이것은 화산

들이 분출 양식이나 땅 밖으로 나온 용암의 성질에 따라 다른 모양을 보이기 때문이다. 

① 순상 화산

점성이 작고 유동성이 큰 용암이 여러 번 분출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완만한 산사면을 가

지고 있다.

� 제주도의 한라산

원뿔 모양으로 함몰하여 가파른 
경사를 보이는 화산의 꼭 기 부분

분화구

마그마가 빠져나가는 통로

화도

상당량의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는 곳

마그마굄

측면 화도를 따라 용암이 
분출하여 생기는 산

기생 화산

지각

모형

한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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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상 화산

점성이 특별히 크고 고체에 가까운 용암이 거의 용암 덩어리가 그 로 위로 려나와 만

들어진 것으로, 경사가 급하고 성층 화산 등에 비해 규모가 작은 화산이다.

� 제주도의 산방산

모형

산방산

모형

후지산

③ 성층 화산

점성이 큰 용암과 화산 쇄설물이 교 로 쌓여 아래쪽은 완만하고 산 정상부는 가파른 경

사를 보이는 화산을 뜻한다. 산 정상의 분화구가 작다.

다양한 화산의 모습!!
wkARRRRS®kS !

원뿔 모양

해저 화산

정말

모양도

가지가지군

화산섬

편평한 모양



제주도의 두 화산을 비교해 보자.

다음 사진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제주도의 두 화산이다. 왼쪽에 선명하게 보이는

산은 산방산이고, 오른쪽 뒤에 흐릿하게 보이는 산은 한라산이다. 

이 사진을 보고 두 산의 형성 과정에 해 생각해보자.

나가

1. 두 산의 모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2. 두 산은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화산의 모양으로 보았을 때 용암이 각각

어떻게 흘 을지 생각해 봅시다.

ehwjS  rhkwp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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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방산과 한라산은 제주도에 있는 화산으로 모양을 비교하기에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종상 화산이나 순상 화산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지 않고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산

의 형태로 산방산은 종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한라산은 경사가 완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1. 산은 제주도 서남쪽에 위치한 높이가 400m인 거 한 종 모양인 산방산으로 산의 경

사가 급하다. 산은 한라산으로 산 전체의 경사가 완만하다.

2. 산은 용암이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식어서 뾰족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산은

유동성이 있는 용암이 분출하여 멀리까지 흘러가서 경사가 완만한 모양을 보인다.

나가

나

가

해설

가

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한라산에 한 기록을 살펴보면 고려 목종 5년(1002)과 10년

(1007)에 화산이 폭발했다는 기록이 있다. 

백두산도 1597년, 1668년, 1702년에 화산이 분출한 기록이 있고, 1985년 이후 매년 6~9

월에 걸쳐 관측을 실시한 결과, 1992년

까지 화산성 지진과 미동이 78차례 이

상, 특히 1991년 6월에는 화산성 지진

이 30차례 이상 관측됐다. 

만약 한라산과 백두산이 잠시 활동을

멈춘 것이라면 한반도도 일본이나 하와

이처럼 불안정한 화산지 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닐까? 

판구조론에 의하면 지구는 크고 작은

판들로 이루어져 있어 이 판들의 경계에

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한다. 특히 태평양 주변의 판의 경계에

서는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여“불의 고리”라고도 한다. 

한반도는 이러한 판들의 경계에서 벗어나 있어 지금까지는 화산이나 지진이 일어날 확률

이 적고 또 화산이나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백두산이 매년

4mm씩 높아지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의 움직임이 활발하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는 백두산이 화산 활동을 멈추고 휴식 중이지만, 앞

으로 100년 혹은 1,000년 뒤에 다시 화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toDghkFrhk  rhkgkR

잠시 쉬고 있다면 언젠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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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판

남극판

태평양판 코코스판

고르다판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카리브판

스코사판

인도-오스트레일리아판

피지판

캐롤라인판

필리핀판

뉴질랜드

화  산
불의 고리
판의 경계

적도

북아메리카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남극

활화산, 사화산, 휴화산??

과거에는 화산을 분류할 때, 화산 활동의 기록이 있는가(휴화산), 없는가(사화산), 현재 활동을 하고 있

는가(활화산)로 분류를 하 으나 불합리한 점이 많아 현재는 쓰이지 않고 있다. 오늘날에는 장래에 활동

할 수 있는 화산을 활화산(종전의 활화산과 휴화산, 일부 사화산)이라 하여 그 밖의 화산과 구별하고 있

다. 파푸아의 라민콘 화산은 사화산으로 알려졌으나 1951년 갑자기 분화하기도 했다.

tndjQ ehd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