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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킹맵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꽃들에게 
희망을]이야기를 수업에 활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를 바로 알고, 자기 꿈을 설계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게 하는 모둠학습수업을 하였습니다. 모둠별 수업을 설계하면
서 사용한 씽킹맵은 유추하기의 ‘브릿지맵’과 꿈을 위한 노력의 기술하는 ‘버블맵’이었습니다. 

스토리텔링

4요소

먼 옛날

숲속 
나비세계

    얼룩무늬
 애벌레

노랑     애벌레

늙은애벌레

자아발견

꿈을 위한 
노력

 
  애벌레 삶을   
포기

고치가 되어야 
나비가 됨

배경

의미

사건

인물

[씽킹맵 : 버블맵(4요소)과 써클맵(내용)의 결합]

스토리3요소 나비이야기 6하(5W1H)

인물 얼룩무늬, 노랑, 
늙은 애벌레 Who

배경 먼 옛날
나비 세계

When
Where

사건 애벌레 삶 포기
고치가 나비 됨

What
How

의미

변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Why

픽토리텔링 수업사례 > 수업설계와 수업결과물

■ 스토리텔링의 시작 > 수업주제에 부합되는 ‘스토리’ 선정 : [꽃들에게 희망을]

꽃들에게 희망을(Hope for the Flowers)
/ 트리나 파울루스

국내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림이야기 책이다. 애벌레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나비가 되어야 한다.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의 삶을 온전히 포기해야 한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인고의 과정을 견뎌내야만 나비가 되어 날 수 있다. 나비
가 된 다음에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앗을 나누어 준
다. 그래서 꽃들에게 희망이 된다. 이 이야기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의 꿈을 설계하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을 감내해
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꿈을 이룬 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
르치고 있다. 

  ▪스토리 주제 : 나는 누구인가? > 자아의 발견, 꿈을 위한 노력, 나눔의 행복
            - 변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애벌레가 죽여야 나비가 될 수 있다.
  ▪스토리 제재 : 자기 발견과 삶의 변화
  ▪스토리 소재 : 나비(애벌레)의 변태과정 
  ▪스토리의 3요소와 육하원칙과의 관계

   
■ 스토리텔링 수업의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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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수업 지도안

□□고등학교 1학년 ○반 교과 철학 수업교사  황보근영

단원 1 이제 나도 철학자  차시 4/8 일시 2015.○○.○○

학습목표

◦ 철학적 ‘유추하기’의 개념을 알며, 브릿지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지금의 내 안에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삶의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며 표현할 수 있다.  

주제 ‘나비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유추하기 :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단원

구성 

1~2차시: 철학이란 무엇인가? - 손가락 그림으로 나를 찾기 

3차시: 철학하는 방법 - 씽킹맵 이해와 표현하기 연습

4차시:(1-2. 나를 가르치는 과목이 있는가?)  ‘나비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유추하기

5~6차시: 비주얼 씽킹으로 철학하기 이해와 연습(나의 꿈과 네임 두들)

7~8차시: 그림으로 철학하기(변화를 위한 노력‘I BEST’와 동그라미 자화상)

수업

흐름 

모둠친구이름 - ④
①유추하기(브릿지맵)
나비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②감동적 장면/대화
(포스트잇/카피라이트)

③꿈을 위한 나의 
노력과 다짐(버블맵)

○ 도입>철학의 2대 주제 - 나와 삶  /  철학하는 방법 - 씽킹맵과 비주얼 씽킹

   나와 삶을 연결하는 것? : 나 - “꿈”- 삶 / ‘꿈’을 이루기 위한 삶

   모둠자리 구성(T자형 남녀조화) / 포스트잇, 4절 캔트지, 색연필 활동도구 나눔

○ 전개>이 시간 공부 내용 안내 : <꽃들에게 희망을> 책 내용 압축 동영상 

   * 유추(類推,Analogy)하기 : 하나의 사실에서 다른 비슷한 사실을 미루어 짐작함.

   *‘나비’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유추하기 - 브릿지맵 표현하기

   * 활동지(4절캔트지)의 레이아웃  => 활동절차 

 1) ‘꽃들에게 희망을’ 영상보기(11분 35초) : 스토리텔링

 2) 감동적 장면/대화의 글 - 자기생각, 포스트 잇에  쓰기

 3) 활동지 ① : 유추하기(브릿지맵)-이미지로 표현하기

         나비의 단계와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유추함

 4) 활동지 ② : 포스트 잇 붙이며, 감동적 장면/대화에 대한  

     생각 나누기, 감동적인 한,두 문장으로 카피라이팅 함.

 5) 활동지 ③ :‘꿈을 위한 노력’한마디 다짐(버블맵)

 6) 활동지 ④ : 협업한 모둠친구들 이름

 7) 칠판에 부착, 보여주기와 발표하기

   * 의미부여 : 애벌레 안에 나비 있듯, 내안에 또 다른 가능성의 나를 발견

                      고치의 단계-변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를 거쳐야

    * ‘No Pain, No gain’, ‘무한불성(無汗不成)’, ‘오늘의 땀, 내일의 꿈’

○ 정리> 유추하기 브릿지맵 이해, 나비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나의 발견과 인고 

○ 평가> 무엇을 공부했는가? 어떤 느낌을 갖고, 다짐을 하게 되었는가

수업

자 

수업

관

○ 철학의 최대 주제 :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 나비이야기를 통한 자기 긍

정의 발견, 삶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인고(忍苦)의 가치를 내면화시키고자 함. 

○ 씽킹맵(Thinking Maps) : 생각의 지도, 생각의 디자인 - 철학(학문)하는 방법, 자

기주도적 학습능력, 생각의 논리적 표현과 정리 기술을 익히고자 함.

○ 생각의 이미지화 표현 : 이미지(그림)은 한방에 이해, 창의성, 공감, 재미, 기억 

○ 남녀조화의 모둠학습 : 양성평등과 조화의 가치, ‘나’보다 ‘우리’가 더 똑똑

하다는 협업(協業,collaboration)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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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둠자리 및 수업참관 자리

공개 수업 좌석 배치도 (1-O반 / 5층 어학실1)

칠                     판 남 여

교

탁
여 남

<1조> <2조> <3조> <4조>

김○○ 김○○
학

생

김○○ 김○○ 문○○ 박○○ 변○○ 김○○

고○○ 김○○ 고○○ 나○○ 권○○ 박○○ 김○○ 신○○

참관
교사

<5조> <6조> <7조> <8조>

양○○ 유○○ 이○○ 이○○ 이○○ 육○○ 장○○ 장○○

박○○ 유 ○ 박○○ 이○○ 송○○ 임○○ 이○○ 정○○

참관
교사

<9조> <10조>

조○○ 최○○ 홍○○

전○○ 진○○ 최○○ 홍○○

참관
교사



Cool! 교육통신(2015-12) 매홀고 수석교사 황보근영 드림

- 4 -

■ 수업결과물 (공개수업 이외의 반 수업결과물도 포함) 더보기>http://munchon.tistory.com/561

브릿지맵
(유추하기)

버블맵
(종류나열, 서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