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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킹맵’으로 정리한 프로젝트 활동(보고서)

씽킹 맵(Thinking Maps)은 미국의 데이비드 하이엘(Dr. David Hyerle)박사가 ‘인간의 사고 유

형과 사고 과정을 8가지로 분류하여 도표화하는 기술’로 제안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교과수업의 수행평가인, “아름다운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활동을 모둠으로 정리한 

보고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 교과 활동내용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 활동
○ 수행평가 (20점) : 모둠구성과 토론 계획서(5점)–활동(5점)-보고서(5점)-발표(5점)
○ 활동내용 : 4인 1모둠, 2주일 동안 [생활과 윤리] 교과 내용의 생활 속 실천
○ 보고서 작성 : 색연필과 싸인펜 1세트씩, 4절 캔트지에 프로젝트 활동 내용을 정리함 

■ 레이아웃 ○ 활동1 > 모둠 이름과 친구들
          ○ 활동2 > 멀티플로우맵 : 실천한 일(input)-주제ㆍ보람ㆍ반성(output)
          ○ 활동3 > 일언명구로 아세만 프로젝트 활동 의미부여 

■ 평가 : (만점 도장 5개) 활동1ㆍ2ㆍ3 충족 + 토론활동모습 + 디자인

○ 모둠 이름:                                        친구들:

◌ 실천한 일(input) - 주 제 – 보람ㆍ반성(output) [멀티플로우맵과 비주얼씽킹] 
   토론으로 모둠의 의견을 모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솔직한 내용이어야 한다. 

실천한 일 1 결과와 효과

주 제실천한 일 2

실천한 일 3 보람 및 반성 등

3) 결론 : 주제 부합, 일언 명구  “아름다운 세상은 OO이다. 등”  (자유문장)

■ 2016-1 아세만 보고서 큰이미지 : http://munchon.tistory.com/729
   2016-1 아세만 계획서(씽킹맵) 이미지 : http://munchon.tistory.com/728
   아세만 영상보고서 유투브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v3H1auoLH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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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결과물 
○ ‘베푸는 세상’ : 모둠 친구들 중 1명은 사정상 못했지만, 3명은 헌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동전을 모아 기부 하였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이 남들에게는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배움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 환경’ : 주제를 ‘환경윤리’에서 정하고 교실에서 해바라기 씨앗을 심어 싹을 티
우고 자라게 했습니다. 화단에 심기를 약속했습니다. 종이컵보다 개인컵을 사용하기 시작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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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 주제를 ‘사이버 윤리’에서 정하고 선플달기와 악플예방운동 및 
불법다운로드 방지 캠페인을 펼쳤답니다. 

○ 실천은 못했지만!　“아동복지 봉사실천하기” : 실천하려 했지만, 모둠 친구들이 뜻이 맞지 
않았나 봅니다. 결국 실천하지 못했다며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선생
님이 바라는 대로 정성껏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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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스티커를 차량 뒷좌석 유리에 부착하는데, 만약 사고로 
차량 유리가 파손되면 아이가 타고 있었는지를 몰라 아이부터 구해야 하는 시간을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이를 보호하고 긴급하게 구호하기 위해 스티커를 차량 뒤
에 부착하자는 운동을 실천하였답니다. 흔히 하지 못한 생각을 한 점에서 기특했다.

○ “아름다운 학교(교실) 만들기” : 누구나 하는 것,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아세만 활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실천했
다고 보고서를 작성했네요. 물론, 활동내용과 발표 점수는 제대로 못 받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