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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킹 맵 : 수업과 평가에의 활용 결과 (게시판 제작용)

써클맵(Circle Map)-개념 정의하기
- 어떠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사실 관계
를 나타내는 기법
- 이중의 원 안에 주제를 적어 넣고 주제에 대해 관계 되는
여러 가지 사실/떠오르는 이미지 등 적어 보는 등.트리 맵(Tree Map)-분류하기-
- 여러 가지 사물이나 지식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 그룹을 만들거나 조직도를 그리는 기법버블 맵(Bubble Map)-묘사하기/종류나열하기
-어떠한 사물이나 지식에 대해 묘사하는 것
-글을 쓰거나 작품을 구성 할 때 많이 활용더블버블맵(Double Bubble Map)-비교/대조하기 

- 서로 다른 사물이나 개념 비교,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 두 가지를 놓고 서로 대조해 보는 사고기법플로우맵(Flow Map)-순서 정렬하기
-순서를 정해 일정한 규칙과 기준에 따라 정렬하는 기법
-학습의 전개과정, 프로젝트 수행 단계를 계획할 때멀티플로우맵(Multi-Flow Map)

                       -원인/결과 분석 하기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사고기법
-왼쪽은 투입(in put)요소, 가운데는 주제, 오른쪽은 산출(out
put)요소를 규명 예컨데, 하는 일(문제점)과 그 효과(영향)브레이스맵(Brace Map)-부분과 전체 파악하기
-부분과 전체에 대한 관계를 파악 위한 기법
-교과 단원의 요점정리 등. 생물의 분류체계 등브릿지맵(Bridge Map)-유추하기
-한 가지 사실을 통하여 또 다른 사실을 유추 하는 사고기법
-예를 들어, 한 가지 정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리가 또 다

른 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유추해볼 때 활용



씽킹맵을� 디자인하라·이야기하라!!!� [씽킹맵을� 활용한� 모둠수업� 결과(1)� :� 중학교� 1학년� 도덕� � ‘통일의� 의의’]

씽킹맵과� 스마트� 폰과의� 만남� !� [씽킹맵을� 활용한� 모둠수업� 결과(2)� :� 중학교� 1학년� 도덕� � ‘통일이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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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킹맵과� 스토리텔링� [씽킹맵을� 활용한� 모둠수업� 결과(3)� :� 중학교� 1학년� 도덕‘자아� 발견과� 진정한� 행복’]
1.� 선생님>� 자아의� 발견과�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설명한다.�
� � � � [꽃들에게� 희망을!]� -� 10분� 정도� 길이의� 동영상을� 보여준다.� 그� 느낌을� 각자� 기록한다.�
2.� 모둠활동>� ‘나비’의� 이야기를� ‘나(사람)’의� 삶의� 단계로� 유추하여� 브릿지맵으로� 표현한다.
3.� 개인활동>� 꿈을� 이룬� 나의� 모습을� 나비� 그림으로� 표현한다.-� 마이스토리텔링(나의� 이야기)/픽토리텔링(그림이야기)�

4.다음� 차시>� 나비�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 -� 나의� 꿈과� 행복’로� 유추하여� 논술하기도� 할� 수� 있다.



씽킹맵과� 공동선� 실천� 프로젝트� 활동� (계획서� &� 보고서)�
� � [씽킹맵을� 활용한� 모둠� 활동� 결과(4)�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모둠별� 수행]
1.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주제와� 할� 일� 계획� :� 모둠별� 토론� 결과,� 1차� 계획서� (써클맵-버블맵-플로우맵)� �

2. 실천� 수행� :� 벽화� 그리기,� 책� 한권의� 기적,� 힐링� 톡&힐링� 송,� 우정나누기� 등........
3. 실천� 보고서� 제출� (멀티플로우� 맵� :� 한� 일과� 그� 효과)� � 발표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