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MYK2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30 박수경

박수경 30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CMYK2 B        C
B        C

30 주제 3. 지층의 휘어짐과 어긋남

개념 역 ●`지층의 휘어짐과 끊어져 어긋나는 까닭을 안다.

과정 역 ●`지층의 휘어짐과 끊어져 어긋나는 까닭을 모형 실험을 통해

알아보고,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한다.

태도 역 ●`모형 실험을 통해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고 이로 인해 땅

의 모양이 변형될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한다.

학습목표

ryrhktj

18∼19쪽

3/4 차시

15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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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31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CMYK2
B        C

B        C

31실험 매뉴얼

1. 지층의 휘어짐 알아보

기

지층이 휘어지는 원인을 모형으로 실험하고, 이것이 실제

지층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하기

가운데가 볼록하게 올라가고 양쪽은 오

목하게 내려가 휘어진다.

같은 점：힘을 받으면 휘어진다.

다른 점：실제 지층은 단단한 암석이

고, 지구 내부의 힘이 작용

한다.

조각난 스티로폼을 가운데 방향으로

면 어긋난 면의 위쪽에 있는 지층이

올라간다.(역단층)

조각난 스티로폼을 양 끝으로 잡아당

기면 어긋난 면의 위쪽에 있는 지층이

내려간다.(정단층)

2. 지층이 끊어져 어긋남

을 알아보기

지층의 끊어짐과 어긋나는 원인을 모형 실험을 통해 알아

보고, 스티로폼의 조각과 실제 지층과 비교하여 말하기

부러진 끝의 흔들림에 의해 손의 떨림이

약하게 느껴진다.

gkRtmQ rody

tlFgjA rhkSc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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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32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CMYK2 B        C
B        C

32 주제 3. 지층의 휘어짐과 어긋남

wnS ql anF

여러 가지 색깔의 두꺼운
도화지(5장/모둠)

찰흙(2개/모둠) 

스티로폼(1장/모둠) 
가로60cm×세로30cm×
두께(3cm)정도

나무도막(2개/모둠) 
가로15cm×세로10cm×
두께(5cm)정도

1. 여러 가지 색의 두꺼운 종이를 몇 장 쌓

아 지층 모형을 만든다.

2. 두꺼운 종이를 쌓아 논 지층 모형을 양

손으로 양쪽에서 민다.

두꺼운 종이 대신 넓고 큰 고무 찰흙

이나 잘 구불어지는 고무판 등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실험 할 수 있다. 

가급적 평평한 곳에서 실험을 하도록

하며 양쪽에서 미는 힘을 같게 해주어

야 한다.

xkArn ghkFehD rhkwjD

활동 1. 지층의 휘어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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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33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CMYK2
B        C

B        C

33실험 매뉴얼

모형의 구불어진 종이를 실제 지층과

관련지으면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

도록 한다.

사전에 준비된 스티로폼의 가운데 부

분에 미리 잘 끊어지도록 칼로 잘라지

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칼집을 내도

무방하다.

스티로폼이 끊어질 때의 손의 느낌

뿐만 아니라 실험시 스티로폼 위에

작은 색종이 조각을 놓고 실험을

하면 더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또는 뻥튀기 과자를 이용할

수도 있다.)

3. 점점 세게 지층 모형을 면서 지층 모

양을관찰한후, 실제지층과비교해본다.

지층 모형의 종이는 지층에 해당되며, 종이를 미는 양쪽의 힘은 지층에 작용하

는 지구 내부의 힘에 해당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1. 계속해서 힘을 받았을 때 지층의 변화

를 알아보기 위해 스티로폼을 준비한다.

2. 스티로폼의 양쪽 끝을 잡고 손의 느낌

에 유의하면서 구부려 본다.
지층이 일정 방향의 힘을 오랫동안 받

을 때 암석의 약한 부분이 파괴되어

틈이 생기고, 그 틈을 경계로 양쪽의

암반이 상대적으로 이동하여 어긋나게

된 지질 구조를 단층이라 한다.

3. 스티로폼이 끊어질 때 손에 받은 느낌

과 실제 지진이 일어날 때의 느낌을 상

상하여 말해 본다.

(지층의끊어짐에관한실험시) (실제 지진이 일어났을 시)

xkArn ghkFehD rhkwjD

활동 2. 지층이 끊어져 어긋남을 알아
보기



4. 조각난 2개의 스티로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놓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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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34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CMYK2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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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제 3. 지층의 휘어짐과 어긋남

스티로폼에 힘을 주어 구부려 볼 때, 가운데 부분이 불룩해지고 잠시 후 끊

어지는 과정이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지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충분히 실험을 관찰할 수 있도

록 주의를 집중하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조각난 2개의 스티로폼을

앞·뒤로, 위·아래로 놓아 보

고, 양쪽에서 어도 보고 당

겨도 보는 등 다양한 방법으

로 놓아본다.

5. 스티로폼이어긋난모양과힘이작용한방향을생각해본다.

앞·뒤로, 위·아래로 놓아보

고, 양쪽에서 어도 보고 당겨

도 보면서 조각난 2개의 스티

로폼이 어긋난 모양과 힘이 작

용한 방향을 알도록 한다.

6. 실험 관찰 15쪽에 제시된 나무 토막과 찰흙으로 지층의 어긋남에 대한 실험을 해본다.

앞·뒤로 어긋나는 지

층 모형 실험으로 찰

흙이 갈라지는 현상과

실제 지진이 나서 땅

이 갈라지는 현상을

대비하여 설명한다.

지층이 어긋나는 방향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

실을 알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xkArn ghkFehD rhkwjD

2개의 나무 도막을 맞

대고 그 위에 찰흙을

덮는다.

앞뒤로 어긋나도록 나

무 도막을 움직인다.

어긋난 모습을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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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35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CMYK2
B        C

B        C

35실험 매뉴얼

1. 지층의 휘어짐 모형 실험에서

2. 지층의 끊어짐 모형 실험에서

3. 지층의 어긋남 모형 실험에서

① 힘이 앞뒤로 작용할 때：스티로폼이 앞뒤로 어긋난다.

② 힘이 위아래로 작용할 때：스티로폼이 위아래로 어긋난다.

③ 양쪽에서 때：어긋난 면의 위쪽에 있는 지층이 올라간다.

양끝으로 당길 때：어긋난 면의 위쪽에 있는 지층이 내려온다.

wjD  fl

실제 지층의 끊어짐지층 모형의 끊어짐 실험구분

①힘

②끊어짐

③힘의크기

④힘이주어지는시간

⑤모양

⑥결과

양쪽에서미는손의힘

스티로폼의가운데가부러짐

작다

짧다

스티로폼이끊어져조금

어긋난다

손끝과스티로폼의끝이

흔들린다

지구내부의힘

지층의끊어짐

매우크다

오랜시간이걸린다

단층이생긴다

건물이무너지고, 땅이흔들

리는등의지진이일어난다

실제 지층의 휘어짐지층 모형의 휘어짐 실험구분

①힘

②휘어짐

③힘의크기

④힘이주어지는시간

양쪽에서미는손의힘

찰흙반대기의가운데가볼록해짐

작다

짧다

지구내부의힘

지층의휘어짐

매우크다

오랜시간이걸린다

1.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져 어긋나는 것은 (         )의 (  )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2. 지층의 양쪽에서 힘이 가해지면 지층이 (휘어, 끊어)지고, 가하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지면

지층이 (          )진다.

3. 실제로 어긋난 지층을 (    )이라고 하며, 지층이 끊어지거나 어긋날 때 (    )이 발생한다.

4. 스티로폼이 끊어질 때와 실제 지진이 일어날 때의 비슷한 점은 무엇인가? (           )

vuD  rk

1. 지구 내부, 힘 2. 휘어, 끊어 3. 단층, 지진 4. 정도 차이는 있는나 둘 다

떨림을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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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36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CMYK2 B        C
B        C

36 주제 3. 지층의 휘어짐과 어긋남

1. 습곡이란 무엇인가?

수평하게 퇴적된 지층이 옆으로 미는 힘을 받아 물결 모양으로 휘어진 것을 습곡이라고 한

다. 습곡에서 위로 향하여 볼록한 것을 배사라 하고, 오목하게 내려간 부분을 향사라 한다.

배사는 지층이 휘어져 벌어지면서 만들어지므로 풍화 작용에 약하여 쉽게 침식된다.

2. 단층이란 무엇인가? 

큰 규모의 땅 덩어리가 힘을 받아서 휘어지거나 늘어나다가 더 이상 모양이 변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약한 지점에서 부서져서 틈이 생기게 된다. 이 때 갈라진 틈의 양

쪽에 놓인 암석이 움직여서 서로 어긋난 것을 단층이라고 한다. 단층이 일어난 면을 경계로

위쪽에 있는 부분을 상반,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하반이라고 한다. 단층이 일어날 때, 상반

이 려 내려간 단층을‘정단층’, 상반이 려 올라간 단층을‘역단층’, 수평으로 움직인 단

층을‘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한다. 

rosuA gotjF

향사

배사
축면

습곡의 구조

정단층 역단층 주향 이동 단층

하반

상반

상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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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37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CMYK2
B        C

B        C

37보조 자료

과학 가상 실험실

http://cyberlab.edunet4u.net/earth/e01/e01t_index.html

위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층의 흔들림 모형 실험을 해봅시다.  

고무 찰흙, 스티로폼, 플라스틱 자를 이용하여 양쪽에서 힘을 가할 때의 현상을 관찰하

고 결과를 기록해 보자.

(1) 힘을 세게 받으면 지층은 어떻게 될까요? 

(2) 부러질 때 손으로 느껴지는 흔들림이 가장 심한 것은 무엇일까요?

(3) 실험 결과를 이용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gkRtoD  ghkFehD

힘이 약할 때

힘이 셀 때

고무 찰흙 스티로폼 플라스틱 자

위의 실험은 컴퓨터를 이용한 가상 실험입니다. 실제로 플라스틱 자를 이용한 실

험을 할 경우 위험하므로 보보안안경경,, 장장갑갑 등등 보보호호 장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안전

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의 사항

반 번 이름

단층이 만들어질 때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 땅이 진동하여 지진이 발생하

게 되므로, 단층을 지진과 관련지어 학습하도록 한다.

지도상의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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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38 6-1 과학 보조자료 2권(3-4)   CMYK2 B        C
B        C

38 주제 3. 지층의 휘어짐과 어긋남

과학가상실험실 http://cyberlab.edunet4u.

net/earth/e01/e01t_index.html에서“지층의

흔들림 모형실험”을 한다. 가상실험에서 고무 찰

흙, 스티로폼, 플라스틱 자를 각각 선택한 후‘약

하게 기’, ‘강하게 기’버튼을 클릭하여 나

타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1) 힘을 세게 받으면 지층은 어떻게 될까요?  심하게 휘어지기도 하고, 모양이 변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면 어느 순간 끊어지게 된다.

(2) 부러질 때 손으로 느껴지는 흔들림이 가장 심한 것은 무엇일까요? 플라스틱자

(3) 실험 결과를 이용해 지진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 봅시다.

물체에 힘을 가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구부러지지만, 계속 힘을 가하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진동이 일어난다.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은 딱딱해 보이지만 전체적

으로 보면 어느 정도 탄력을 가지고 있어서, 옆에서 미는 힘(횡압력)이 강하게 작용하면 지

층의 모양이 변하다가, 한계를 넘게 되면 지층이 부서지면서 진동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

로 지진이다. 

힘이 약할 때

힘이 셀 때
지층의 물결 모양이

더 심하게 휘어진다.

스티로폼이 휘어지다

가 견디지 못하고 어

느 순간 부러진다.

자가 휘어지다가 견디

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잠시동안 흔들린다.

고무 찰흙

지층이 물결 모양으

로 휘어진다.

스티로폼이 둥 게

휘어진다.

자가 둥 게 휘어진

다.

스티로폼 플라스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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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속에 만들어지는 습곡 구조는 우리 생활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지하 자원 중의 하

나인 석유가 저장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즉,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가 땅 속에 묻혀

서 만들어진 석유가 지층에 스며들어 이동하다가 습곡의 배사나 향사 부분에 모이게 된다.

이렇게 지층에 모인 석유는 지층 위의 석유가 스며들 수 없는 암석층에 의해 더 이상 이동하

지 못하고 습곡 구조의 배사 부분에 커다란 저장고가 만들어져 모여 있게 된다. 따라서 석유

가 있는 곳을 탐사하는 방법은 석유 자체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습곡과 같이 석유가 모이기

에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되는 장소를 찾는 것이다. 해저의 지층에서 만들어진 석유 저장고는

지각 변동이나 대륙의 이동에 의해 오랜 시간이 흐르면 바다에서 육지로 이동하여 유전 지대

를 이루게 된다. 대규모 유전 지대인 중동 지역도 대부분 이렇게 형성되었고, 바다 밑에는

아직도 많은 석유 저장고가 존재하고 있다.  

toDghkFrhk rhkgkR

석유야,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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