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 주제 5. 화산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향 알아보기

개념 역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의 피해와 이로움을 알 수 있다.  

과정 역 ●화산 활동에 관한 정보를 비디오나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하여

스스로 수집하여 보고 이로 인한 피해와 이로움을 분류할 수

있다.

학습목표

39�40쪽

6/6 차시

31�32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ryrhk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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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산 활동에 한 자

료 조사하기

�화산 활동에 관한 비디오 자료 보기

�인터넷, 신문 등을 통해 최근의 화산 활동 및 화산 활동

의 향 조사하기

2. 화산 활동의 향 알

아보기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 알아보기

�화산 활동으로 인한 이로움 알아보기

�화산 활동의 그 밖의 사례 알아보기

gkRtmQ r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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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이 부서지고 농토가 묻히기도 힌다.

�화산재가 주변을 덮어 피해를 일으킨

다.

�지진이나 산사태, 산불이 일어 난다. 

�해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온천이나 관광지로 이용된다. 

�지열 발전을 한다. 

�지구 내부의 물질에 해 알 수도 있

다.

�현무암으로 관광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아나타한 화산(마리아나 제도)

2003년 5월 21일 수요일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2003년 5월 18일 일요일

�이탈리아 에트나화산(시칠리아섬)

2004년 9월 7일 화요일

�St.Helens 화산

2004년 10월 1일 금요일

�참고사이트

(최근 화산 활동 국내∙해외 기사)

http://jungdaun.net－지구 화산 클릭



52 주제 5. 화산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향 알아보기

화산 활동을 담은 비디오 자료

화산 활동과 관련된 신문 기사

온천 사진

화산 활동을 담은 사진

wnS ql a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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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산 활동에 한 자료 조사하기

1) 화산 활동 조사하기 (조사기간은 1주일 정도로 정한다)

� 조사 방법

① 비디오 감상－화산 활동의 규모, 피해, 이로움에 주의를 기울인다

② 인터넷 검색－폼페이, 화산 활동의 이로움, 화산 활동의 향, 화산 활동의 피해 등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하여 본다.

－어린이 신문：소년조선일보, 소년동아일보, 등의 홈페이지 검색하여

본다.

－어린이 잡지：과학소년 등의 홈페이지 검색하여 본다. 

� 조사 내용

① 최근의 화산 활동을 알아본다.

②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 이로움 등 화산 활동의 향을 알아본다. 

2. 화산 활동의 향 토의 및 발표

�토의 내용 예시

－최근에는 어디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까?

－우리 나라는 어느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났었을까?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때 좋은점과 나쁜점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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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의 화산 활동에 해 발표 한다.

�아나타한 화산(마리아나 제도)  2003년 5월 21일 수요일

�하와이 킬라우에아 화산 2003년 5월 18일 일요일

�이탈리아 에트나화산(시칠리아섬) 2004년 9월 7일 화요일：유럽에서 가장 큰 화산으

로 현재도 활동하고 있다.

�St.Helens 화산 2004년 10월 1일 금요일

②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에 해 토의하고, 발표한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피해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③ 화산 활동으로 인한 이로움에 해 토의하고, 발표한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이로움

피해에 한 조사 결과

발표 시 학생들이 실감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

체적인 자료 제시 위주

로 발표한다.

지진이 발생하

여 가옥이 부서

짐

온천 형성

관광지

화산재로 인한

사람과 동식물

의 피해

마그마로 데워

진 수증기를 이

용한 지열 발전

돌하르방

같은 관광

상품

산불,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함

화산재에 의해

농토가 묻힘

지도시유의점：화산은 우리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반면 여러 가지 혜택도 주고 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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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재료 및 일상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을 얻는다.

�화산이 폭발하면 지구 내부의 물질을 알아 낼 수 있다. 

�토양이 비옥해지기도 한다.

④ 화산 활동으로 인한 그 밖의 사례

온천은 어떻게
만들어 질까요?

온천

지하수

마그마

온천은 지하로부터 솟아나오

는 25℃ 이상의 따뜻한 물로

서 화산 근처에 있는 지하수

가 마그마에 의해 데워져 온

천이 된다. 따라서 화산 부근

에 온천이 많다. 가끔 화산이

없는 곳에서도 온천이 생기기도

한다. 

바다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

나면 섬이 생기기도 한다.

화산재가 하늘 높이 올라가

햇빛을 차단하기도 하는데

이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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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피해와 이로움

wjD  fl

1. 다음 중 화산으로 인한 이로움은 무엇인가? ( )

① 가옥 및 농토 파괴

② 산불 발생

③ 지열 발전

④ 해일 발생

⑤ 지진 발생

2. (       ) 은(는) 땅 속으로 스며든 지하수가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 뜨거워져 지표면으로

솟아 나온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3. 화산 활동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2가지 이상 적어 보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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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③ 2. 온천

3. 관광지로 이용, 온천 형성, 지열 발전, 건축 자원 등

피 해 이 로 움

�인명 피해

�가옥 및 농토 파괴

�산불 발생

�해일 발생

�지진 발생

�관광지로 이용

�온천 형성

�지열 발전

�관광 상품 생산

�건축에 쓰이는 자원을 얻을 수 있음

�지구 내부의 물질을 알아낼 수 있음

�농토를 비옥하게 한다.



(2) 격렬한 폭발과 화산 쇄설물에 의한 피해

주요한 화산 피해는 사람들이 피하기 전에 덮쳐오는 화산 쇄설물을 동반하는 격렬한 폭

발과 관련된다. 자동차 크기의 암석 덩어리가 폭발하듯 분출하여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가장

광범위한 피해는 넓게 퍼져서 낙하하는 화산재에 의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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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산에 의한 재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1) 용암에 의한 피해

rosuA gotjF

용암류는 개 느리게 흘러가기 때문

에 용암이 흘러갈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

79년 폼페이시와 헤큘래늄시의 많은 시민이 베스비

우스 화산 폭발에 의해 죽었는데 부분의 희생이

낙하하는 재에 묻혀 질식하거나 재 무게에 의해 붕

괴된 건물에 깔려 발생했다.

용암류의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인명 피해보다는

화재와 매몰로 인한 재산 피해가 더 많다.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의 희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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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해 가스 방출에 의한 피해

화산 가스의 부분이 수증기지만 일부 가스가 사람이나 동물 혹은 식물들에게 잠재적으

로 해롭다. 가장 잘 알려진 피해로는 서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는데 1984년 8월 카메룬 북

서쪽에 위치한 모나운호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분출하여 37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다. 연이어

1986년에 나이로 호수에서 최소 1,700명의 인명과 3,000마리의 가축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이 역시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에 의해서 다. 

(4) 기에 미치는 향

2. 화산 활동이 주는 이로운 점은 무엇일까?

실제로 화산들은 인류에게 해로움보다 유익함을 더 많이 주었다. 기와 바다가 형성되고,

생명체가 출현하고 진화하는데 화산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향을 주었다. 또한 화

산에 의해 새로운 육지가 생기고 단히 아름답고 장엄한 자연 환경들이 형성되었다. 

화산 활동과 관련된 가장 장기적인 재해는 기

나 기후에 미친 향들에 의해 발생한다. 화산이

폭발하는 동안에 기로 높이 올라간 화산재와

미세한 입자들은 상층 기에 의해 세계 곳곳으

로 운반되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를 차

단함으로써, 지표면의 평균 온도를 낮추기도 한

다.

화산 지 의 온천

지열 발전소

비옥한 토양



※ 태평양 한가운데 일렬로 늘어선 섬 하와이에 해 알아보자!!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위치한 하와이 제도는 약 2천 8백년 전부터 화산 폭발로 인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8개의 큰 섬들을 포함하여 아름다운 132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산호초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중 는 하와이 주요 화산섬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이고 는 하와이 화산이

분출하기 시작했던 때와 분출이 끝났을 때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나가

위의 자료를 비교해서 하와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자.

가

나

ehwjS  rhkwp

반 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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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마우이

오아후

카우아이

태평양판

하와이 열도

고정된 열점
마그마 형성

카우아이－5백60만년 전에 분출하기 시작해서 3백80만년 전에 분출이 끝남

오아후 －3백40만년 전에 분출하기 시작해서 2백20만년 전에 분출이 끝남

몰로카이－1백80만년 전에 분출하기 시작해서 1백30만년 전에 분출이 끝남

마우이 －1백30만년 전에 분출하기 시작해서 80만년 전에 분출이 끝남

하와이 －70만년 전에 분출하기 시작해서 현재까지 분출하고 있음



하와이 제도 중 남동단의 하와이 섬에서는 현재 킬라우에아 산 등의 화산이 활동하고 있는

데, 북서쪽으로 가면서 화산섬들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산들의 높이는 낮아진다. 이러한

사실에 해 많은 지구 과학자들은 맨틀 깊은 곳에 마그마의 근원지가 있어 바로 위쪽 방향

으로 마그마를 분출하고 그 위를 태평양 판이 이동하여 이와 같이 아름다운 화산섬이 줄지어

서있는 하와이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맨틀에 고정된 마그마의 근원지를 열점이라고 하며, 세계적으로 하와이 이외에 아

이슬란드, 엘로스톤, 갈라파고스 등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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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탄생이 혹시 바다에서 일어난 것은 아닐까?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지각의 벌어진 틈으로 차가운 바닷

물이 들어가서 지구 내부의 마그마와 만나면 약 400℃의 뜨

거운 물이 생겨 분출된다. 열수가 올라오는 굴뚝(열수공) 주

위에는 높은 온도에서 살 수 있는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있으

며, 그 주변에는 지상에서 볼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생

명체인 관벌레, 눈없는 새우, 조개 등이 살고 있다. 

이 곳은 태양광선이 도달할 수 없을 만큼 깊어 광합성에 의한 에너지 생산이 불가능하지만, 미생물들

은 열수구멍에서 나오는 독가스인 황화수소를 황이나 황산으로 산화시켜 에너지를 얻는다. 

90년 중반에 들어서 생물학자들은 가장 원시적인 과거의 세균이나 원핵 생물은 예외없이 90℃ 이상

의 고온에서 살던 세균이었고 진화한 세균일수록 낮은 온도에서 사는 경향을 보이는 점에 주목하면서, 열

수공이 지구 생명체 탄생의 비 을 풀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 하고 있다. 

tndjQ ehdnal

관벌레

분화구분화구분화구

열수공 주위에서 사는 관벌레



2. 화산이 분출할 때 나오는 물질 중 다음 그림과 같이 액체 상태의 물질은 무엇일까?

(                 )

3. 화산이 분출 한 후에 지표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하시오.

(                                                                      )

총괄평가

1. 다음 중 실제 화산과 모형 화산에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

① 모형 화산과 실제 화산은 짧은 시간동안 분출하는 점이 비슷하다.  

② 중크롬산암모늄이 탈 때는 빨간 불꽃이 나오지만 화산이 폭발할 때는 불꽃이 나오지 않

는다.

③ 중크롬산암모늄 재가 모래 위에 쌓인 모양은 화산이 폭발하여 생긴 모양과 비슷하다.

④ 중크롬산암모늄으로 실험하는 이유는 실제로 마그마 속에 중크롬산암모늄이 녹아있기

때문이다. 

⑤ 화산이 분출하기 전의 마그마와 중크롬산암모늄은 모두 액체이다.

4. 다음 그림 ①�④을 보고, 화산인 산과 화산이 아닌 산으로 구분하고, 화산인 산과 화산

이 아닌 산을 구분하는 기준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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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산이 아닌 산 ……………………………………………………… ( , )

(2) 구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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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④

5. 다음은 우리나라의 표적인 산들이다. 이 산들 중 화산인 산을 모두 고르시오. ( )

① 백두산 ② 설악산 ③ 한라산 ④ 지리산 ⑤ 속리산

6.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오. ( )

(          )는(은) 지구 내부의 열 때문에 땅 속 깊은 곳에 녹아 있는 물질을 말한다. 

① 마그마 ② 용암 ③ 화산 가스 ④ 화산재 ⑤ 화산탄

반 번 이름



7. 다음 그림은 화산 활동과 관련된 암석을 나타

낸 것이다. ㉠은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식어

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은 마그마가 땅 속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에 맞는 암석 이름을 쓰시오.

(㉠： ㉡： )

8. 다음 중 현무암으로 이루어 진 곳과 그 곳의 특징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 )

① 설악산－암석의 색이 밝다. ② 북한산－암석의 색이 어둡다.  

③ 울릉도－암석의 색이 어둡다. ④ 독도－암석의 색이 밝다.   

⑤ 속리산－암석의 색이 밝다.

11. 다음 중 화산 활동의 피해를 모두 고르시오. ( )

① 지열 발전 ② 관광지로 이용 ③ 관광 상품 생산

④ 건물 및 농경지 파괴 ⑤ 해일 발생

12. 화산 활동의 이로움 중 하나에 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은(는) 땅 속으로 스며든 지하수가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 뜨거워져 지표면으로 솟

아 나온 것이다.  

(                                      )

10. 현무암의 표면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

9. 현무암과 화강암에 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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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 현무암

① 색깔 �밝은색

화강암

�어두운 색

②
만질 때의

느낌
�부드럽다. �꺼칠꺼칠하다.

③
알갱이

크기
�알갱이가 체로 크다.

�맨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

로 매우 작다.

④ 겉모양
�일반적으로 겉표면으로 구멍이

관찰되기도 한다.

� 체로 밝은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다.

⑤
암석

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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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열쇠]

1. 땅 속의 마그마가 분출하여 이루어진 산

2.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급격히 식어 만들

어진 암석

3. 땅 속에서 뿜어 나오는 증기의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

4. 화산이 분출할 때 지표면을 흐르는 마그마

5. 동요 제목. 아빠와 ○○○○

6. 북한에 있는 산으로 이 산의 꼭 기에는 화

산 활동 때문에 만들어진“○○○천지”가 존

재한다. 

7. 현무암과 화강암은 식는 속도가 다르기 때

문에 이것의 크기가 다르다.

8. 뜨거운 용암이 지표에서 식을 때 표면에서

아래쪽으로 수직의 기둥 모양으로 갈라져 생

긴 암석의 모양

9. 현재에도 활동하고 있는 필리핀의 ○○화산

[세로 열쇠]

1. 마그마가 땅 속 깊은 곳에서 굳어져 만들어

진 암석

2. 암석을 얇게 잘라 자세히 관찰할 때 사용하

는 도구. 편광 ○○○

3. 땅이 갑자기 갈라지고 흔들리는 일. 화산 폭

발이 일어날 때 이 현상이 같이 일어나기도

한다.

9. 지구 내부의 높은 열 때문에 땅 속 깊은 곳

에 녹아있는 물질

10. 화산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기체

11. 화산 분출 모형 실험에 쓰이는 붉은 색의

약품. 여기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화

산이 폭발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12. 화산 폭발로 인한 화산재와 용암으로 덮여

없어진 이탈리아의 고 도시

13. 산의 가장 높은 부분. 산꼭 기의 다른 말

14.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한민국 최 의 섬

으로 돌하르방이 유명하다.

가로 열쇠와 세로 열쇠의 문제에 맞는 답을 찾아 퍼즐을 풀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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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번 이름



1. ③ 모형 화산과 실제 화산의 공통점：폭발할 때 소리와 빛이 나며, 분출 후 꼭 기 부분이

움푹 패이게 된다.

모형 화산과 실제 화산의 치아점：모형 화산은 짧은 시간동안 분출하고, 실제 화산은

오랜 시간동안 분출한다.

2. 용암

3. 화산 분출물이 쌓여서 볼록한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용암이 흘러 새로운 모양의 땅

이 생기기도 한다.

4. 1) 화산인 산：②, ③ 화산이 아닌 산：①, ④

2) 구분 기준：산봉우리의 모양, 산의 옆 모습

화산인 산은 산봉우리가 오목하고, 다른 산들과 이어져 있지 않다.  

5. ①, ③

6. ①

7. ㉠：현무암 ㉡：화강암

�현무암은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식어서 굳어진 암석이다. 화산이 분출할 때 가스 성

분이 빠져나가서 구멍이 있기도 한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땅 속 깊은 곳에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다.

8. ③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곳：울릉도, 독도, 제주도(주상절리), 한탄강 유역 등

특징：암석의 색이 어둡다. 

9. ④ 현무암은 암석의 색이 어둡고, 알갱이의 크기가 작고, 겉표면에 구멍이 있다. 

화강암은 암석의 색이 밝고, 알갱이가 체로 크며, 밝은 바탕에 검은 반점들이 존재

하고, 알갱이들이 반짝거린다. 

10. 마그마가 지표 부근으로 나올 때 여러 가지 가스가 빠져나가서 구멍이 생겼다.

11. ④, ⑤

12.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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