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 주제 3.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암석

개념 역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암석을 말할 수 있다. 

과정 역 ●현무암과 화강암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고, 현무암과 화강암으

로 이루어진 산들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학습목표

36�37쪽

4/6 차시

27�29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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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산이 분출하는 모

습 관찰하기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보고 화산 분출물 알아보기

2. 마그마와 용암 구별하

기
�마그마와 용암의 다른점 알아보기

3.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

암석 알아보기

�화산 활동과 관련하여 현무암과 화강암이 생기는 위치 알

아보기

�현무암과 화강암으로 된 곳의 특징 알아보기

gkRtmQ r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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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마그마가 지표부근에서 식어

서 굳어진 암석

�화강암：마그마가 땅 속 깊은 곳에서

식어서 된 암석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곳

：색이 어둡다.

예) 울릉도, 독도, 제주도(주상절리) 등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곳

：색이 밝다.

예) 월출산, 속리산, 인왕산, 설악산,

북한산, 금강산 등

�실험 관찰 28�29쪽 읽을 거리는 필요에 따라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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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나타낸 VCR

자료

참고：빌 아저씨의 과학 이야기－화산

현무암으로 된 곳의 사진 화강암으로 된 곳의 사진

화산 활동과 암석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wnS ql 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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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제주도 ☞

속리산 ☞

☜ 설악산

1.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 관찰

� 화산이 분출하는 모습을 담은 VCR 자료를 관찰한다.

참고 비디오 자료：빌 아저씨의 과학이야기－화산

화산 분출 과정을 볼 수 있는 사이트

：에듀넷 접속/ 선생님 / 수업자료 / 5학년 2학기 4단원 3차시/ 동 상 자료클릭

현무암

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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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VCR 자료를 보고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들을 발표한다.

2. 마그마와 용암의 구별

① VCR 자료를 보고 마그마와 용암의 다른점을 찾아본다. 

�VCR 자료가 없을 경우 활동 1처럼 에듀넷에 접속하여 동 상 자료를 본다.

3.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 암석

① 현무암과 화강암이 생기는 위치를 알아본다.

�마그마는 땅 속 깊은 곳에 녹아 있는

물질이고, 용암은 마그마가 지표로 뚫

고 나와 흐르는 물질로서 마그마에서

가스 성분이 빠져나간 것이 이다.

용암

마그마

화산 가스 화산재 화산탄 용암

화성암：마그마 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

-화산암：화산이 분출할 때 마그마가 지

표 부근에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심성암：마그마가 땅 속 깊은 곳에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 화강암, 섬록암, 반려암

wkARRRRS®kS !

현무암

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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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다. 화산이 분출할 때 가스 성분이 빠져나가

서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 속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

어진 암석이다.

현무암

화강암

② 현무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곳들의 사진을 보고 다른 점을 알아본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곳

울릉도

제주도

(주상절리)

한탄강유역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곳

속리산

북한산

설악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곳

화산 활동에 의해 지표 부근에서 생성된다.  

체적으로 색이 어둡다.

� 울릉도, 독도, 제주도(주상 절리), 한탄강 유역 등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곳

땅 속 깊은 곳에서 생성된 화강암이 지각 변동으로 땅 위로 올라와서 생성된다. 

체로 색이 밝다.

� 월출산, 속리산, 설악산, 북한산, 인왕산, 금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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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그마와 용암의 다른 점

☞ 마그마：땅 속에 녹아있는 뜨거운 물질, 가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 용암：마그마가 지표 부근으로 나와 흐르는 물질, 부분의 가스 성분이 빠져나가고 없다.

2. 화산 활동과 관련된 암석

① 현무암：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② 화강암：마그마가 땅 속 깊은 곳에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

☞ 화성암：마그마 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암석.

3. 현무암과 화강암으로 된 곳의 특징

① 현무암으로 된 곳 - 울릉도, 독도, 제주도(주상절리), 한탄강 유역 등

- 암석의 색이 어둡다.

② 화강암으로 된 곳 - 속리산, 월출산, 설악산, 북한산 ,인왕산, 금강산 등

- 암석의 색이 밝다. 

wjD  fl

1.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 , )

( 마그마, 용암 )은(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뜨거운 물질이고, ( 마그마, 용암 )은(는) 지표

부근으로 나와 흐르는 물질이다. 

2. 다음 암석의 이름을 쓰시오. ( )

화산 분출에 의해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으로 제주도와 울릉도에

많이 존재한다.

3. 다음 중 현무암으로 된 곳을 고르시오. ( )

① 속리산 ② 설악산 ③ 울릉도 ④ 북한산 ⑤ 금강산

vuD  rk

1. 마그마 , 용암 2. 현무암 3. ③



34 주제 3. 화산 활동에 의해 생긴 암석

1.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 암석－화성암

화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암석이 열에 의해

녹아 만들어진 마그마가 땅 속에서 또는 지표로

분출한 후 식어서 다시 암석으로 굳어진 것을 말

하는 것으로‘불에 의해 만들어진 돌’이라는 뜻

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위치에 따라 심성암, 반심성암, 화산암으로 다시

구분된다.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화성암을

말하는 것으로 표적으로 화강암을 들 수 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화강암 덩어리가 오

랜 시간동안 지각 변동과 풍화, 침식 작용을 거쳐 지면으로 상승하여 만들어진 산은 암석 자

체가 풍화에 약하고 수평 절리와

수직 절리가 있어 매우 다양한 지

형을 보이게 된다. 화강암으로 이

루어진 표적인 산으로는 설악산,

북한산, 금강산 등이 있다.

화산암은 용암이 지표에 분출하

거나 또는 지표에 매우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진 화성암을 가리키

는 것으로 표적으로 현무암을 들

수 있다. 현무암이 분출하여 형성

된 곳으로는 한라산, 울릉도, 독도

등이 있다.

2. 암석이 규칙적으로 갈라진 틈－절리

절리란 암석이 냉각 과정에서,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해 규칙적으로 쪼개진 것으로서, 단층

과 달리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임이 없이 쪼개진 틈만 벌어진 것을 말한다. 

rosuA gotjF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북한산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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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정방 폭포의 주상 절리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의 판상 절리

주상절리

：육각형의 긴 기둥 모양

용암이 분출하거나 지표 가까운 곳

에서 식는 동안 수축하여 만들어지

며, 제주도, 경기도 연천, 한탄강 유

역에서 볼 수 있다.

판상절리

：판 모양으로 쪼개지는 절리

지하 깊은 곳의 암석이 지표로 노출

되면 위쪽으로부터의 압력이 없어

지면서 지표면과 평행하게 쪼개지

는데 규모가 큰 화강암체가 노출된

곳에서 볼 수 있다.

제주도의 자연 환경이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향을 미쳤을까?

wkARRRRS®kS !

제주도에 많다는 세

가지가 뭐지 알아?

물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나도 목이

마른 �!

물이 부족하잖아�!

제주도는 구멍이 숭숭난

현무암이 많은데다가

암석 사이에 틈도 많아서

그렇 �

오 단한데�

그럼 제주도에 부족한

것도 알아?

당연하지! 물, 바람, 

여자� 그래서 삼다도라고

하잖아

자�

물 마시러

가자!!

응, 그렇구나.

그러고보니 제주도에는

비가 올때만 흘러가는

하천이 많다는 말을 들

었어.

쎄…

그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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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른쪽 사진은 화‘볼케이노’의 한

장면으로 용암이 조용히 분출하여 도

심 한복판을 흘러가는 것이다. 이로부

터 용암의 온도는 얼마나 될지 짐작해

보자.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답]

[답]

2. 아래 두장의 사진은 화‘볼케이노’에서 용암의 흐름을 막기 위해 장애물을 설치하고 용

암을 식히기 위해 물을 뿌리는 장면이다. 정말 용암은 물을 뿌려서 식힐 수 있을까?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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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답]

3. IMAX 화“Ring of fire”의 한 장면을 보고 아래 질문에 해 생각해보자.

37보조 자료

화‘볼케이노’뿐만 아니라 실제 용암이 흘러가는 장면을 보면 용암의 높은

온도와 흘러가는 양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아이맥스 화인“Ring of fire”는 총

상 시간이 40분이므로 수업에 그 로 도입하여 사용하거나 필요한 부분만을 상 하여 화

산 분출의 형태와 용암의 흐름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상 유의점

1. 새로 분출된 용암은 온도가 보통 1000�1200℃이며, 상 적으로 차가운 공기와 만나 온

도가 내려가고, 온도가 600�700℃에 이르면 굳기 시작한다. 

2. 실제로 1960년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화산 분출시 용암류의 앞부분을 물로 식혀 전진하는

용암류의 흐름을 막았다. 인공벽을 쌓거나 불도저를 이용한 방법은 하와이, 아이슬랜드.

일본 등지에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다.

3. ① 용암의 뜨거운 온도에 의해 바닷물이 급속히 끓게 되어 엄청난 양의 수증기를 만들어

낸다.

②

해설

용암이 흘러가다가

바다를 만나면?

용암이 물 속에서

분출된다면?

마치 죽과 같이 흘러가는 용암은 바닷물

에 의해서 겉이 급속히 식고, 속에서 다시

용암이 흘러나와 외형이 둥근 모양을 가진

베개 용암을 형성한다

① [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