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중심수업을 위한       

        비주얼 씽킹 맵           

          Visual  Thinking  Maps 

매홀고등학교 수석교사 황보근영 



 마음열기(Ice-Breaking) : ‘네임텐트’  
 

학교명(교과-그림)                      좋은/존경 인물                                                                              

                  본인이름(좋아하는 이미지) 

별명                                          좌우명 





▪ 글과 그림 + 생각과 정보  
                      =  표현, 기록 
▪ ‘보여주는 생각’ 
 => 그림으로 생각하기 
       생각의 시각화 
       시각 사고법 
       생각의 디자인  



▪ ○ ○ 이다!   왜냐하면? 
 
    □ □ □ □ 이기 때문이다. 



정진호> http://social.lge.co.kr/view/opinions/visual_thinking/ 

http://social.lge.co.kr/view/opinions/visual_thinking/
http://social.lge.co.kr/view/opinions/visual_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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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유법(Metaphor)  
: 원관념(A)은 숨기고  
보조관념(B)만 드러냄  
: ‘A는 B 이다’ 

 ▪ 나의 메타포  
: 의미부여(Sinngebung)
와 이름 짓기 
그것은 김춘수의 시, 
 ‘꽃’에서 ‘이름 부르기’이
다. 

 



 비주얼 씽킹의 도형과 색깔의 상징과 의미 

 스토리가 부여되면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창의성이 풍성하게 발산될 것 



 그림  속에는 숨은 이야기가 있다.   

 그림  스토리는 흥미, 상상력, 창의성을 키운다.  

 상상력의 표현  
 - 여유(허심),  질문(호기심),  실수(모험심),  꿈 (긍정심)          

   허락  => 창의력이 나타남  - 조벽 

  ‘언어가 있기 전에 그림이 있었다.’ 라스코동굴벽화(B.C 17,000경) 
인류최초의 인포그래픽 



동그라미 얼굴 - 감정얼굴 

http://www.google.co.kr/url?sa=i&rct=j&q=&esrc=s&source=images&cd=&cad=rja&uact=8&ved=0ahUKEwiPquPD2OXMAhVLJZQKHQm8BgoQjRwIBw&url=http://kr.123rf.com/%EC%9D%BC%EB%9F%AC%EC%8A%A4%ED%8A%B8/%EA%B0%90%EC%A0%95.html&bvm=bv.122129774,d.dGo&psig=AFQjCNFDQoXpouNYgPp_Cr9vyhquCw9naQ&ust=1463731616917427


비주얼 씽킹 노트 
http://www.band.us/#/band/51457618/boar
d/search?query=황보근영 

http://munchon.tistory.com/572 

http://www.band.us/#/band/51457618/board/search?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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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dle 4 Google] > 
                         알파벳 두들링 (네임 두들링) 

http://munchon.tistory.com/579 

http://munchon.tistory.com/554 

http://munchon.tistory.com/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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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패닝(Window Panning) 
: 창틀 채우기(이미지+스토리텔링) 

그림 편지쓰기 
http://munchon.tistory.com/458 

http://munchon.tistory.com/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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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 두들링 

http://munchon.tistory.com/469 

방학중  
감사한 일 5 

나를 찾기> 최고/꿈/자랑/약속/고칠점 

<동백꽃>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http://munchon.tistory.com/469
http://munchon.tistory.com/469


효문자도  나의 이야기 하기 (my storytelling) 

모둠>http://munchon.tistory.com/411 한자> http://munchon.tistory.com/406 
한글> http://munchon.tistory.com/405 

http://munchon.tistory.com/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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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로 공부하는 스토리텔링 교실 



비전 보드 (드림 이미지 맵) 4컷 만화 또는 포스터 

  

http://munchon.tistory.com/409 

http://munchon.tistory.com/395 

진로 로드맵 

천보중학교 이영옥 수석선생님 

매홀고 영어교과 

http://munchon.tistory.com/409
http://munchon.tistory.com/409
http://munchon.tistory.com/395
http://munchon.tistory.com/395


픽토그램 스토리 꼴라쥬 기법 

> 신문, 잡지 등에서 주제에 맞는 
        사진 그림 등을 골라 붙이기 

> 공공시설 상징 그림문자 

http://munchon.tistory.com/585 

http://munchon.tistory.com/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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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비주얼 마인드맵 씽킹맵 



 논리적인  마인드 맵  / 논리적 생각 그림 

 1941년 알버트 업튼박사 : ‘Design for Thinking‘ 

 데이비드  하이얼(Dr. David Hyerle)박사 (사진)   
: 인간의 사고 유형 8가지 분류- 씽킹 맵(Thinking Maps) - 제안 

 Pat Wolfe 박사 : “뇌는 주로 시각에 의존한다.“ - 코끼리 
 Chris Yeager : '생각의 패턴을 시각적으로 표현' 

  ‘통합적 사고기능(Integrated thinking skills)과  

           다양한 사고 과정을 도표화 하는 기술(Mapping Techniques) 

 논리적인  생각의  이야기 그림 / 생각의 디자인 
 씽킹 맵(Thinking Maps)의 효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창의적인 사고능력을 기름  

-정보 수용, 분석, 전개, 평가 등 기본적인 사고능력 발달시킬 수 있음. 

-사물이나 개념에 대한 정의, 묘사, 분류, 순서 열거 능력을 신장 시킬 수 있음  

나의 비주얼씽킹 활용 수업 사례 



• 써클 맵(Circle Map) : 개념과 용어의  정의하기 
      “삶/교육이란 무엇인가?”  

• 트리 맵(Tree Map)  : 지식과 사물의  분류하기 

       “내 삶의 영역-개인, 가족, 사회인으로서 삶”   

• 버블 맵(Bubble Map)  : 지식과 사물의 묘사하기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 “좋은 수업이란?” 
• 더블 버블 맵(Double ~ )  : 공통/차이 등 비교 대조  

 “잘 산다는 것과 바르게 산다는 것은”   
/ “OO 덕분에 vs. 때문에” 

• 플로우 맵(Flow Map)  : 순서 정렬하기 

        “내 생애의 과정 : 과거-현재-미래”   /  “논술의 개요 짜기” 

• 멀티 플로우 맵(Multi-Flow Map) 

                : 원인/결과, 영향/효과 분석하기 

 “내 생애의 성공[행복], 인과 관계 분석하기”   
       / 학교폭력 원인-결과 
• 브레이스 맵(Brace Map)  :부분과 전체 파악 하기                     
      “인간의 삶 : 영적인 삶 / 육체적 삶”   / 학교의 종류 

• 브릿지 맵(Bridge Map) : 한 사실을 통해  
                                      다른 사실을 유추하기 

   “남북 탁구단일팀 성공 – 월드컵 남북한 단일팀 구성 출전  

씽킹맵의 8가지 유형과 적용 



전차시 : 개별학습 (마인드맵) 
   - 남/여자이기 때문에와 덕분에 
본차시 : 혼성 모둠학습 (씽킹맵) 
   - 남성과 여성 이해 > 양성평등 

더블버블맵 응용 



어떤 유형의 씽킹맵이 활용되었을까요? 

http://munchon.tistory.com/442 http://munchon.tistory.com/443 

http://munchon.tistory.com/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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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리텔링의 시작 >  
   수업주제에 부합되는 ‘스토리’ 선정 

2) 스토리텔링 수업의 설계 > 
    스토리 활용/제작 수업지도안 작성 
    학습지 제작 

3) 수업활동과 발표 형성평가 

모둠친구이름 - ④ 

①유추하기(브릿지맵) 

나비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②감동적 장면/대화 

(포스트잇/카피라이트) 

③꿈을 위한 나의 노력과 다짐(버블맵) 



http://munchon.tistory.com/441 

비주얼 씽킹맵(브릿지맵)과 스토리텔링 

http://munchon.tistory.com/441


씽킹맵(브릿지맵)과 스토리텔링 
 : 브릿지맵 - 한 가지 사실을 통하여 또 다른 사실을 유추 하는 사고기법 

2>과학 : 18족 원소의 특징과 예 



 모둠별 프로젝트 : ‘아세만’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선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 선
택 토의 (씽킹맵으로 토의결과 1차 계획서 제출) 

 2주일 동안 활동 및 1차(중간)보고서  

 4주차 : 최종보고서 – 발표 – 미흡한 조 1주 연장 

첫시간 : 모둠 토의 (아름다운 세상이란?) 





■ 이야기 하나> ‘작은 일’에서부터 꾸준히  
        - 꽃씨를 뿌리는 할머니 

■ 이야기 둘> ‘지금’ 최선을 다하기  
               – 한 벌새의 이야기 



 모둠별 프로젝트 : 친구들과 함께 공동의 선을 수
행하기 위한 과제 선택 – 계획서 – 활동 – 1차(중간)
보고서 – 최종보고서 – 발표 (4주차) 

 ‘힐링 뮤직& 톡’ 영상보고서 > 
‘유투브’-황보근영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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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형용사로 친구 칭찬하기  

  프로젝트 수행 인정과 지지하기  

http://munchon.tistory.com/581 

http://munchon.tistory.com/581
http://munchon.tistory.com/581


36 

이제 사람으로 길러가기 



fromhb@hanmai.net 
www.poori.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