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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킹맵’으로 정리한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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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수업에서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를 모둠으로 정리한 학생들의 활동 결과

물을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 교과 활동내용 : 비주얼씽킹과 씽킹맵 활용 > 수업과 교과 내용을 한 장로 요약하기
○ 교과내용 : [생활과 윤리] Ⅲ. 과학기술ㆍ환경ㆍ정보 윤리 – 01. 과학기술과 윤리
○ 활동내용 : 4인 1모둠, 색연필 싸인펜 1세트씩, 4절 캔트지에 단원을 요약함.

■ 레이아웃 ○ 활동1 > 씽킹맵 > ‘더블 버블맵’ - 비교 대조하기
          ○ 활동2 > 비주얼씽킹 > ‘윈도우 패널’형 또는 씽킹맵 ‘플로우맵’   
          ○ 활동3 > 메타포 > 제목달기와 의미부여 

■ 평가 : (만점 도장 5개) 활동1ㆍ2ㆍ3 충족 + 내용 + 디자인
모둠 이름:                                        친구들:
1) 과학기술과 윤리의 관계 : 가치중립적 입장과 윤리적 평가대상 비교(더블버블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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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의 성과와 윤리 : 과학지상주의-긍정적 영향-부정적 영향-과학혐오주의
 (플로우 맵과 비주얼씽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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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론으로 모둠의 의견을 모아 입장을 화살표 등으로 표시함

3) 결론 : “과학기술은 OO이다.”  (메타포 형식으로 표현)
  2-2)의 입장에 걸맞게 결론을 메타포(은유) 적으로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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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결과물 
○ 활동2의 표현을 단순하면서 이해 쉽게 잘 표현했습니다. 과학기술의 긍정적 영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래도 윤리적 검토와 통제가 필요하다며 결론을 잘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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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을 자유롭게 발전하도록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과학기술은 가치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자유의 상자”로 잘 표현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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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포가 인상적입니다. “과학기술은 충치이다.”  과학기술에 대한 부정적 가치를 표현하
고 있습니다. 벌레 먹은 이빨이라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며 치료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강
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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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4가지 입장을 그래프 형식으로 잘 표현해 내었습니다. 
비주얼씽킹 표현을 주문했는데, 단순한 곡선하나와 감정얼굴로 의미를 잘 표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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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꽃 중에서 모둠토론 결과인 과학기술 성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눈에 띠게 구분하
여 잘 표현했습니다. 더블버블맵 중 시소의 표현은 의도는 좋았지만 시소 위에 놓은 윤리
의 무게(덩어리)를 크게 그리는 형태로 기울어지게 표현했더라면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