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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활용한 창의성 미술 교육 지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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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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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육은 아이들의 꿈과 창의력을 길러주는 일이다. 또한 아이들의 삶을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자동차 윤활유가 자동차를 부드럽고 빠르게 달릴 수 있
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미술교육은 아이들의 머릿속에서 끈임 없이 많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러한 아이들의 생각들을 편안하게 유도하고 활동 전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Thinking Maps를 활용한 창의성 미술 교육 지도 방안을 제시하려한다. Thinking
Maps는 1998년 Hyerle에 의해 고안된 시각적 언어로 미국에서 학생들의 독해능력 향상과 글
쓰기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사고 기술의 향상을 위해 여덟 가지 유형의 맵으로
일반화되었다. Thinking Maps의 8가지 유형에는 서클 맵(Circle Map), 트리맵(Tree Map), 버블 맵
(Bubble Map), 더블 버블 맵(Double Bubble Map), 플로우 맵(Flow Map), 멀티 플로우 맵(Multi
Flow Map), 브레이스 맵(Brace Map), 브릿지 맵(Bridge Map)이 있으며 이 맵을 활용하여 다양한
미술 교육 계획안을 작성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은 Thinking Maps를 활용한
창의성 미술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끌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으며
형태에 대한 표현력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Thinking
Maps의 효과에 대한 국내의 연구 사례가 부족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와 관련하여 추
후에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Thinking Maps, 창의성, 미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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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는 창의성 신장을 위한 훈련
으로 여덟 가지 사고 기술을 반영하는 시각적
언어양식으로 Hyerle(1996)에 의해 고안되었고
미국이나 싱가폴과 같은 다언어국가에서 언어
의 장벽을 넘어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
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로써 그 효과가 입
증되었다.
Thinking Maps란 통합적 사고과정을 도표화
하는 기술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전개하고, 평
가하는 등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묘사하거나 분류하고, 순서를
정해 열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신장 시킬 수
있다.
이러한 학습 도구들은 학업성취도와 요약정
리 및 개념과 태도 변화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전에 Thinking Maps를 대신한 시각
적 도구들로 마인드맵, 그래픽 조직자 등이
있지만 Thinking Maps는 이러한 시각적 도구
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장점들을 종합하
여 일반화된 여덟 가지 유형의 맵들을 제시한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사고과정과
학습 내용을 보다 명백하게 표현하기 위한 도
구로 Thinking Maps를 소개하며, Thinking Maps
를 활용한 교수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한 미술 수업이 유아들의 창의성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Thinking Maps를 활
용한 후 학생들의 맵 작성 과정을 보여주고
자 한다.
Thinking Maps

유아의 그림에는 각자 자신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감정이나 생각 등을 다시 회상하며 형
상하게 된다.
그러나 유아들은 자기들이 본 것이나 있었
던 사실들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나름대로 재
창조하여 그리게 된다. 이 때 유아들은 머릿
속에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며 무
한한 상상력을 표출시키게 되는데 이는 유아
의 창의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유아의 그림이나 조형 활동에는 대부분 흥
미와 욕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유아들이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본
인이 흥미 있어 하거나 관심의 대상을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점점 맥을 이어가고 기억이
나질 않거나 무관심한 것들은 생략해 버린다.
여기에 유아들이 상상하는 세계들이 펼쳐지
게 되고, 또한 자기표현에서의 독창적인 개성
도 엿볼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미술활동에는 흥미와 욕구
에서 출발해야 한다.
유아의 창의적 그림표현의 동기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써보지 않았던 재료
나 방법, 환경을 바꾸어 주어 자극을 시킨 뒤,
실제 경험하는 것들을 이해하는 동시에 마음
속에 깊이 남아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나타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아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발상들이
더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그림 표현으로 연결
되기 위해서는 그리기 활동이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유아들의 그림에는 어린이다
운 풍부한 표상활동이 나올 수 있도록 보탬이
되어야 한다.

1)

를 활용한 과학 수업이 과학 성취
도 및 과학 탐구 능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
대학원 초등과학교육전공, 박혜진

1) Thinking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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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유아 미술 교육 활동의 내용 및 의의
유아미술교육은 어린이의 지적, 정서적, 신
체적, 창의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유아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와 사고
의 발달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이에게는 언어자극 못지않게 시각과 촉각을
통하여 여러 측면의 발달이 이루어진다. 2살
의 아이에게 동물이나 식물의 그림을 보여주
고 동시에 동, 식물의 이름을 보여주는 시각
의 훈련이 있다. 이것은 시각적 자극을 이용
한 유아의 지적, 정의적, 창의적 발달을 기르
는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이런 놀이과정은
시각을 통한 직관적 사고의 방법이며, 곧 우
뇌를 이용하여 지적발달을 돕는 교육이다. 가
벼운 놀이일지라도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나온 프로그램이라면 아이에게 주는 영향은
클 것이다.
미술활동은 즐거움을 줄 뿐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족시켜준다. 유아
들은 그림을 그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게 되므로 긴장을 풀 수 있고 만족감도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유아미술활동은 자기 자신의 생각,
정서, 느낌, 상상, 개성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예술은 그 작가의 미적 감각만
을 반영하기보다는 그 작가 전체의 반영이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의 미술표현도 어린이가 알
2)

3)

2)

김내선, “유아미술교육 재료의 사용실태와 그 개
선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고 있거나 본 것만의 반영이라기보다는 그 어
린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며, 상상
한 모든 것들의 반영이다. 어린이 미술활동의
가장 큰 교육적 의미는 그 행위가 자아표현의
유효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학자들의 이론을 근거로 유아의 미술교육활
동이 갖는 내용 및 목표를 종합정리 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미술은 자기표현과 의사소통의 수단
을 제공한다.
유아미술은 유아들이 행동하고, 보고, 느끼
고 생각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사용한다. 즉, 미술활동들을 탐색하고, 경험하
고 유아자신과 자기 주위의 세계에 대한 유아
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유아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수성
을 증가시켜 준다.
둘째, 미술은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자신감
을 강화시킨다. 유아들은 타인에 의해 그들이
한 작업이 존중받고 수용되어 질 때, 타인들
로 부터의 합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울 때, 긍
정적인 자아개념이 길러진다.
셋째, 미술경험은 유아의 창의성을 발달시
킨다.
미술활동은 창의성의 계발과 기본목표로 하
고 있다. 따라서 일반교과가 ‘모르는 것을 가
르치다’는 성격을 가지는데 반하여, 미술활동
은 어린이 자신의 경험을 창의적으로 ‘표출’하
4)

5)

6)

4)

김병옥, “미적 정조육성을 위한 조형표현 지도”,
예술교육과 창조, 서울예전 한국예술문화연구소,
1985, pp.209~210.

이영자, 이기숙, 유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서울:
창시자, 1986, p.427.
3) 한국미술교과교육협회 편,「유아미술교육학」, 서
6) 오종숙, 유아 미술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백록출
울: 학문사, 2004, p.46
판사, 1988, p.11
5)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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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따라서 미술학습은 수동적인 수용활
동이 아니라, 스스로 드러내는 적극적 표현활
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넷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유
아는 창작활동을 통하여 물체와 환경에 대한
이해와 견문을 높힐 뿐 아니라, 매체를 조작
하고 응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다섯째, 미술활동을 통해 재료의 사용능력
을 육성한다.
창의적인 표현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
지 재료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어떠한 재료가
유아들에게 더욱 흥미를 유발시키는가에 관심
을 가지게 되면 조형 활동을 즐겁고 효과적으
로 전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때문
이다.
여섯째, 미술은 유아의 욕구 표현이다.
유아의 그림 속에는 여러 가지 욕구불만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도구나, 최초의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그 욕구충족을 방해하고
있는 장애물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동들
은 심리적 긴장을 강화해 간다. 이 강화된 심
리적 긴장이 그림에서는 팔과 손가락의 운동
을 통해서 하나의 생리적 경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일곱째, 미술은 미적 감각을 날카롭게 하
며, 시각적 힘을 증진시킨다.
유아가 그리는 대상과 사용하는 재료에 대
7)

8)

9)

10)

김춘일, 아동미술론, 서울: 미진사, 1985, p.37.
8) 정문자, 지해연, 이숙채, 창작공예의 이론과 실
제, 서울: 신광출판사, 1987, p.17~18.
9) 최종현, 아동미술 지고, 서울: 형설출판사, 1983,
7)

해 민감해질수록 그들의 감각 또한 예민해지
고 환경에 대해서도 보다 섬세해진다. 이러한
시각적 인식은 옷이나 가구, 건축, 도시계획
등 사실상 모든 세계에 대한 인식으로 전이된
다.
여덟째, 미술은 신체적 발달을 촉진한다.
유아는 팔과 손 근육을 움직이고, 조절함으
로써, 대, 소 근육이 발달하며 손의 사용이 능
숙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아직 충분하지 못
한 어휘력과 표현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유아
기의 미술교육은 취학 전 교육과정의 중요하
고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유아 미술 교육 활동이 갖는 의의에는
첫째: 정서교육으로써 조잡한 정서를 점차
순화된 상태로 이끌어준다.
둘째: 창의성의 육성으로써 창조적인 경험
을 시킴으로써 창의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셋째: 조형적 감각을 길러 준다.
넷째: 인식의 예술적 경험으로써 미술 등을
비롯한 예술적 경험을 유아에게 부과토록 하
는 것은 인식의 폭을 넓게 하려는 데 기본적
이의가 있다.
미술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은 인간의 인
식능력을 좀 더 폭 넓게 하고, 활성화시켜주
며 그리하여 인간적인 기초를 튼튼히 다지게
해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볼 수 있다. 이러
한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린이
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목적은 한마디로 말
해서 어린이를 바람직하게 키워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다.
11)

12)

13)

14)

오종숙, 전개서, p.11.
정문자, 지해연, 이숙재, 전게서, p.17
p.21.
13) 김춘일, 전게서, p.33~35
10) 김재은, 그림에 의한 아동의 심리진단, 서울: 교
14) 한국미술교과교육협회 편, 「유아미술교육학」,
육과학사, 1988, p.32~34.
서울: 학문사, 2004, p.1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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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 미술의 특징
아동화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면 아동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길러 질 수
있을 것이다. 아동화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분
석한 아이스너(Eisner)가 제시한 유아미술의 일
반적 특징을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 미술에서 발견되는 특성은 어
린이의 나이에 따라 변한다.
미술표현의 발달은 어린이가 재료를 가지고
그의 이미지나 생각, 감정을 형식화하는 문제
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배우거나 스
스로 익히는 기법 등과 같은 학습유형으로 생
각되었다. 이 관찰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린이 미술작품의 자연스러운 발달이
나 진전은 정상적인 것이며 어느 정도 체계적
인 방식으로 변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둘째, 어린이 미술에서 복잡성의 정도는 어
린이가 성숙함에 따라 증가한다.
어린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종종 생각
을 전달하거나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
문에 미술에 있어서 그의 의도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그림은 어린이가 의도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복잡해지는데
단지 생각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것으로부터
이러한 생각을 전달하는 형식이 세상의 모습
을 충분히 묘사하는 방법에 의해 표현하는 것
으로 확대된다.
셋째, 어린이가 성숙함에 따라 전체적인 구
성력에 대한 감각이 향상된다.
어린이의 지각이 보다 사실적으로 볼 수 있
게 되면서 그들의 지각분산력은 확대되고, 부
15)

15)

김지향, “유아미술교육의 발달단계별 프로그램
연구: 5~7세 평면활동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3.

분들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도 발달
한다. 어린이들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면
서 그들의 작품은 그 이전의 작품보다 더 통
일감을 갖게 된다.
넷째, 어린이들은 평면표현에서나 입체표현
에서 자신들에게 의미 있는 형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어린이의 작품을 분석해보면 그
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형태를 크게 하거나 색
채를 강렬하게 함으로써 과장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마 중요하게 여기고 정서적으로도 비
중 있는 대상이나 생각을 먼저 그리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작품의 전체적이고 표현적인
미적 특성이나 형태들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
을 다소 늦게 발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섯째, 4~8살의 어린이들은 상징성이 강한
표현을 주로 하며, 점차 사실적인 표현에 관
심을 갖게 된다. 한 연구조사에 의하면 4, 5살
의 어린이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하
는데 필요한 만큼의 세부를 묘사한다. 그러나
어린이의 지각과 표현기능이 발달하면서 의도
가 바뀌어 사실적인 표현에 흥미를 갖는다.
여섯째, 유치원 어린이의 난화는 근육운동
과 그런 활동에서 비롯된 시각적 만족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는다.
1~4살 어린이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어린
이가 난화를 그리는 첫 번째 동기는 찰흙에
나타나는 자기 행위의 흔적에서 시각적, 근육
운동 지각적 자극을 받기 때문이다. 이들 매
체를 통한 어린이의 움직임 양식과 빠르기는
자극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변화한다. 이
다양한 움직임은 계속 자극을 가하여 불필요
한 것을 제거하고 동시에 그 행동의 결과인
‘선’에 영향을 준다. 이 시기 어린이 작품의
시각적 특성은 자신들에게 인식되지 않을 것
이다. 어린이는 그리는 동안에도 다른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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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먼저 팔, 손목, 손가
락이 움직이는 경험을 중시한다.
일곱째, 어린이들이 표현해 낼 수 있는 형
태의 양식은 나이와 관련이 깊다. 하버트 리
드, 켈로그 및 그 밖의 연구자들은 학령 이전
의 아동화에 나타나는 형태가 나이와 관련된
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면, 원은 사각형보
다 먼저 나타나고 사각형은 마름모보다 먼저
나타난다. 이러한 시각양식의 순차성의 원인
은 여러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켈로그는
이러한 시각양식이 부분적으로는 어린이의 타
고난 심리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만다라
와 같은 양식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적 상징
인 동시에 세계의 모든 어린이에게서 발견되
는 상징이기도 하다. 켈로그, 특히 리드는 그
러한 형태의 일반성을 인간이 가진 공통적 속
성의 증거로, 또한 인간이 집단적 무의식 속
에 존대하는 정신적 특성의 표출로 이해한다.
이렇듯 어린이가 복잡한 형태를 그리기 전
에 단순한 형태를 그리는 현상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은 복잡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기능을 얻으려면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육각형이나 다면체와 같은 복잡한 형
태를 그릴 수 있으려면 어린 아이의 지각능력
과 표현 기능의 습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러한 기능이 발견에 의해서는 창작에 의해서
든 학습에 의해서든 습득되면, 복잡한 형태나
그 외 다른 것들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
처럼 나이에 따라 그들이 그릴 수 있는 형태
의 복잡함도 유사해진다고 할 수 있다.
여덟째, 어린이 그림에는 나타나는 분화의
정도는 그들의 개념성숙과 관련되어있다.
이런 사실은 지능검사를 고안하려고 노력한
구디너프와 해리스의 연구에서 많이 구체화되
었다. 구디너프에 의해 1926년에 고안되었고

계속 수정되어 해리스에 의해 개량된 ‘인물화
검사’는 어린이 그림 속에 나타난 세부묘시의
정도가 그의 개념형성 정도를 나타낸다는 정
제에 기초한다.
이 주장의 정당성은 어린이의 ‘인물화 검
사’에서 얻은 점수와 표준지능검사 점수의 상
관성에 의해 입증되었다. 이 두 검사의 상관
계수로 두 점수의 관련성이 우연적인 관련보
다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아홉째, 어린이의 선그림(drawing)과 색그림
(painting)은 서로 다른 의도에 의한 것이다. 선
으로 그린 그림은 생각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고 색채에 의한 그림은 느낌의 표현이다.
알슐러(Alschuler)와 해트윅(Hattwick)에 의하
면 어린이는 연필이나 단색의 크레용보다 색
채의 사용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연구에 의하면 통제적이고 계획적 특성을 지
닌 연필이나 크레용의 드로잉보다 색채의 유
동적이고 생생한 특성이 정서적 반응을 더욱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열째, 어린이가 사용하는 형태, 색채, 구성
은 그들의 성격과 사회적 발달과 관련되어 있
다.
알슐러와 해트윅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형태
나 색채, 구성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
의 주변에 대한 감정의 표현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의 연구와 미술치료분야의 연구는 아동화
의 내용과 형식에 의해 인성을 추론할 수 있
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또한, 이들 연구는 저밀한 방법에 의한 보
다 많은 입증연구가 요구된다고 지적한다. 구
디너프와 해리스와 같은 학자들은 치밀하게
연구해 볼수록 작품으로 개인의 성격을 알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하였다.
열한째,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살더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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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이, 특히 유아들이 창조하는 시각 형태는
매우 유사하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어린이의 미술작
품을 관찰했을 때 그 특징은 아주 유사하고
그 유사성은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어린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기회가 많아질
수록 인식적 특징이나 기술도 변화하는 것이
다.
어린이에게 문화적 영향이 미침에 따라 언
어, 신념 체계, 미적 선호를 포함한 인간의 행
동특성도 변한다. 결국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환경에 의해 그들의 인성 역시 달라진다는 것
이다.
열두째, 학령기 어린이에게 있어서 가장 일
반적인 주제는 인물이다.
아동화의 주제 분포를 살펴보면 인물이 가
장 일반적이다. 어린이는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린다고 추정해볼 때 인물을 주
로 그린다는 사실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어린
이들의 시각이 점점 세련되고 친숙하지 않은
시각 형태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면서 작품의
내용도 변화한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인물을
습득하게 되면 인물표현은 줄어들고 점차 풍
경이 등장한다.
열셋째, 아이들은 그림을 그릴 때, 모델이나
정물이 바로 앞에 있더라도 무시하고 표현하
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1893년에 이미 반스(Earl Barnes)에
의해 지적된 내용으로 어린이는 정물을 그릴
때 앞에 놓인 정물의 시각형태에는 주의를 기
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린이에게 자기 앞
에 놓인 대상을 그리도록 요구해도 그것에 주
의를 기울이지 앉은 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
속에 있는 단순하고도 명쾌한 이미지 때문이

기도 하며, 그림의 의도나 기능에서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열넷째, 그림을 그리는 능력은 청소년기에
정체되는 경향이 있다.
구디너프와 해리스, 로웬펠트가 지적한 바
에 의하면 사춘기 이후의 그리기 능력은 특별
한 가르침이나 자기 학습이 없을 경우 발달되
지 않는다고 한다. 다른 복합적인 기술과 마
찬가지로 그리기 기능도 일상적인 경험의 자
연스런 과정 속에서 발달하는데 그러한 경험
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발달에는 집중적인 노
력과 학습이 필요하다. 결국 대부분 성인의
미술기능은 14~15살의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
는 것이다.
열다섯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
린이는 형태의 배경이나 구성을 거의 생각하
지 않고 오직 그려진 형태에만 집중한다.
아른하임과 피아제에 의해 각각 제시된 ‘부
분적 해석’ 또는 ‘집중화’의 개념은 어린이가
표현을 할 때 어떤 형태가 다른 형태에 영향
을 미치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
하지 않는 경향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들이 편지를 쓸 때도 이름을 쓸 부분을 전체
와의 관련 속에서는 매우 일상적인 경험을 한
다. 분화된 시각이란 부분을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보는 능력으로, 그것은 복잡한 능력이
다. 어린 아이들은 특정한 부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과 관련하여 질적인 영역을
판단한다. 이후 학생들이 경험과 학습이 더
많아지면 이러한 판단은 보다 맥락적인 근거
를 갖게 된다.
열여섯째, 미술표현의 기능면에서 의미 있
는 성격 차이는 발견되지 않는다.
바니스(Barnes), 루이스(Lewis), 아이스너는 초
등학교 단계에서 보통 정도의 남녀 아동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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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거의 같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남녀
어린이가 사용한 그림의 주제는 어느 정도 차
이를 보이지만 그 주제를 다루는 기능에서는
비슷하다.
표현기능의 영역에서 남녀 어린이의 성적
차이가 없다고 해서 미술에 대한 지식이나 태
도에도 차이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아이스
너와 아이스너의「미술에 관한 지식과 태도
에 관한 연구(Eisner Art Information and Art
Attitude Inventories)」를 이용한 결과에 의하면,
대략 중학교 1학년부터 여자는 남자보다 꾸준
히 높은 점수를 얻는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비롯한 미술의 발달측면은 좀 더 나중
에 논의될 것이다.
열일곱째, 어린이는 시각적으로 분명한 형
태를 선호하며 그들의 성장단계 및 발달단계
와 관련된 것을 좋아한다.
루이스는 초등학생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그림을 선택하라고 할 경우 그들은 자신들이
그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사실적인 그림을 좋
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사실적인 그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보다 약간 더 사실적인 그림을 좋
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린이는 그림을 볼
때 형식적인 구성을 감상하기보다는 단지 그
들의 생각하는 만큼의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세부에만 주목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어린이가 원하는 시각정보는 사실적인
그림에서 얻게 되는 정보보다도 적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들에게 일러스트레
이션은 그림문자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지 미
적으로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닌 것이
다.

3. 유아 미술 교육을 통한 창의성 계발

16)

17)

16)

한국미술교과교육협회 편,「유아미술교육학」,
서울: 학문사, 2004, p.162~167

세기 이전에는 창의성을 아주 소수의 사
람들만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측정하기
어려운 능력이라고 생각하였다. 20세기 초
반 이후 심리 역동적 접근, 게슈탈트 학파, 행
동주의 학파와 Wallas 등이 창의적 사고를 연
구하기는 했지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창의성
개념을 정립하지는 못하였다.
현대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요한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는 창의성은 소수가 가진 특별한
능력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잠재능력
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계발하고
자 하는 교육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창의적인 잠재력이 발달하는데 최적
기는 유아기이며, 특히 이 시기의 교육적 토
대의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
어, 미끄럼틀 놀이를 하는 유아는 미끄럼틀
을 다양하게 이용하며 새로운 놀이 방법을
고안해내고, 소꿉놀이를 하는 유아는 필요한
소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준비해가면서 창의
적인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다. 유아의 교육
과정에서 교사가 적용할 수 있는 창의성 계발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 색다른 용도법, 강
제 결합법, SCAMPER, 결점 열거법과 희망
열거법 5가지가 있다(김선아, 1998; 전경원,
19

17)

18)

2006).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말 그대로 ‘두뇌폭풍’으로
어떤 특정문제나 주제에 대해 두뇌에서 폭풍
이 휘몰아치듯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이다.
아이디어의 질적 보다는 양을 강조하는 방법
1)

성은현, 1996.
18) 한순미 외(2005). 창의성. 서울: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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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만 4세 이상의 유아
집단에서 사용되기에 적절하다. 브레인스토밍
을 사용할 때에는 창출된 아이디어에 대한 비
난과 평가 금지, 모든 아이디어의 수용, 최대
한 짧은 아이디어의 제시, 이미 제안된 아이
디어로부터 다른 아이디어의 창출이라는 4가
지 규칙을 기억해야 한다.

4) SCAMPER

스캠터는 Osborn이 제안한 동사 체크리스트
를 보완하여 Eberle(1971)이 고안한 창의성 체
크리스크로서, 7개 단어의 약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대상이나 문제에서 출발해서 그
것을 변형시키는 방법이다. 7개 단어의 약자
는 각각 S(Substitute) - 대치하기 / C(Combien)
- 결합하기 / A(Adapt) - 순응하기 / M(Modify,
Magnify, Minify) - 수정하기, 확대하기, 축소하기
2) 색다른 용도법
/ P(Put to other uses) - 다른 용도 / E(Eliminate)색다른 용도법은 Torrance가 개발한 창의성 제거하기 / R(Rearrange, Reverse) - 재정리하기,
검사 도구에서 활용된 방법으로서, 원래의 용 반대로 하기 또는 순서 바꾸기를 의미한다.
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유아들에게 사물을 제시하고, 아 5) 결점 열거법과 희망 열거법
이디어를 떠올리고, 나온 모든 아이디어 중 결점 열거법은 대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누구의 아이디어가 가장 많고 독특한지에 대 브레인스토밍을 함으로써 대상의 문제점을 개
해 살펴보는 것이다.
선해보는 발상법이다. 결점 열거법 적용 시
교사는 대상을 제시하거나 유아들과 함께 주
3) 강제 결합법
제를 선택해서 결점을 찾아본 후, 결점을 보
강제 결합법은 어떤 사물이나 아이디어를 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보게 할 수
색다르게 생각해보는 능력을 계발하는 사고활 있다.
동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 희망 열거법은 만족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
보이는 아이디어나 사물을 억지로 결합시켜 해 좀 더 바람직한 눈으로 보아 희망사항을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 방법이다. 유아들이 쉽 나열해 아이디어를 이끌어 내는 기법으로 결
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방법에는 문제와 상관 점 열거법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없이 목록을 만들고 목록을 문제와 연결시켜
아이디어를 내고 평가해보는 목록표 작성법, 4. Thinking Maps
목록표 작성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나
카달로그나 잡지를 이용하여 문제와 연결시켜 Thinking Maps는 1998년 Hyerle에 의해 고안
생각해보는 카달로그 기법, 바구니나 상자 2 된 시각적 언어이다. 미국에서 학생들의 독해
개를 준비하여 양쪽에서 아이디어나 사물 등 능력 향상과 글쓰기 과정의 문제 해결을 위하
이 적힌 종이를 한 장씩 뽑아 둘을 연결시켜 여, 그리고 사고 기술의 향상을 위해 여덟 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임의 강제 결합 19) 이지혜. “창의성 교육에 대한 유아교사의 인식
법의 3가지 종류가 있다.
과 적용 사례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
19)

사학위눈문, 2001,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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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유형의 맵으로 일반화되었다. 다양한 인종
이 모인 미국이나 싱가폴의 학교에서 전 학년
에 걸쳐, 특히 미국에서는 주(country) 단위의
계획에 따라 적용되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하
고 학생과 교사들이 그들의 사고를 공유하며,
사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Thinking Maps의 기법은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
는데 필요한 창의적인 사고 훈련기법이다. 여
덟 가지로 일반화된 각각의 맵은 비교와 대조,
계열화, 위계화, 원인과 결과와 같은 기본적
인 인지 기술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맵들
을 Thinking Maps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를 둘
러싼 각각의 시각적 틀이 모든 학습자들이 그
들이 사고한 것과 사고한 방식을 명백하게 표
현하여 의사소통하도록 안내하기 때문이다.
Thinking Maps의 5가지 특징을 알아보면 견
고성, 유연성, 발달성, 통합성, 반영성이 있는
데 먼저 견고성은 인지적 기술을 나타내는 시
각적으로 뚜렷함이 있다. 예를 들면, 계열화
과정은 하나의 상자와 화살표에서 시작되어
플로우 맵으로 표현된다. 플로우 맵은 선형적
개념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기본 맵으로
부터 발달된 도식이다.
유연성은 플로우 맵을 흐름의 처음, 가운데,
끝 세 단계로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복잡성
을 가지고 많은 단계와 각 단계의 하부 단계
를 표현할 수도 있다. Thinking Maps의 유연성
때문에 어떤 교사나 학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발달성은 맵이 견고하고 유연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어떠한 학습자라도 빈 종이에서 시작
하여 생각을 나타내는 맵을 얼마든지 확장시
켜 나갈 수 있다.
통합성은 사고과정에 따라 모든 종류의 맵

이 통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야기를 읽
고 줄거리의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 플로우 맵
을 활용하고, 인물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더블 버블 맵을 활용하며, 주요 아이디어와
세부사항을 나타내기 위해 트리 맵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플로우 맵은 수학의 연산
과정, 사회의 역사 연대표, 독해의 줄거리 분
석에 활용될 수 있다.
반영성은 패턴에 의해 학습자가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프레임을 활용하여 그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경
로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따라서 맵핑 기술을 훈련받은 학습자
라면 동료가 작성한 맵을 보고 직관적으로 동
료의 생각을 알아낼 수 있다.
Thinking Maps의 8가지 유형에는 1) 서클 맵
(Circle Map), 2) 트리맵(Tree Map), 3) 버블 맵
(Bubble Map), 4) 더블 버블 맵(Double Bubble
Map), 5) 플로우 맵(Flow Map), 6) 멀티 플로우
맵(Multi Flow Map), 7) 브레이스 맵(Brace Map),
8) 브릿지 맵(Bridge Map)이 있다.
서클 맵(Circle Map)
서클 맵이란 어떠한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리거나 사실 관계를 나타내는 사고
기법을 뜻하는데 원 안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고 자신에 대해 관계 되는 여러 가지 사실
들을 적는다든가, 우주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주와 관계되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
를 원주위에 적어 나가는 기법이다.
1)

트리맵(Tree Map)
트리 맵이란 여러 가지 사물이나 지식을 일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그룹을 만드는
사고기법으로 맵의 양식은 개념과 아이디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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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Maps 8가지 유형의 사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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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역적, 귀납적 계열성을 갖도록 한다. 일 한 가지의 원인이 여러 가지 결과를 나타낼
반적인 개념과 아이디어는 트리의 꼭대기에, 수 있음을 맵을 통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다.
세부내용은 아래 가지에 둔다.
7) 브레이스 맵(Brace Map)
3) 버블 맵(Bubble Map)
브레이스 맵은 부분과 전체에 대한 물리적
버블 맵이란 어떠한 사물이나 지식에 대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사고기법으로, 전체와
여 묘사하는 사고기법을 뜻하는데 버블 맵의 부분, 부분과 하위 부분을 분석하여 나타냄으
가운데에는 주제어를 쓰고 주변의 버블에는 로써 공간적 유추와 물리적 경계를 결정하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연결한다.
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더블 버블 맵(Double Bubble Map)
더블 버블 맵은 벤다이어 그래프에서 발전
된 것으로 서로 다른 사물이나 개념을 비교하
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거나, 두 가지를
놓고 서로 대조해 보는 기법이다. 한 가지 주
제에 대한 버블 맵을 작성하여 유사성이 발견
된 버블을 다른 주제의 중심 버블과 연결 지
어 확장하며 더블 버블 맵을 발전시킬 수 있
다.
4)

브릿지 맵(Bridge Map)
브릿지 맵은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또 다
른 사실을 유추하는 사고기법이다. 한 가지
정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원리가 또 다른 정
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유추해 볼 때 활용
된다. (앞의 그림 참조)
8)

21)

Ⅲ. Thinking Maps를 활용한
창의적 미술 교육 지도 방안

플로우 맵(Flow Map)
플로우 맵이란 순서를 정해 일정한 규칙과 1. Thinking Maps 활용 수업의 사전 단계
기준에 따라 정렬하는 사고 기법으로 학습의
계열, 순서, 스케줄, 주기, 단계, 방향성을 나 1) 미술 수업하려는 주제를 잘 파악하고
타낸다. 플로우 맵에서 각 단계를 나타내는 Thinking Maps의 이론들인 서클 맵(Circle Map),
상자의 개수는 학습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트리맵(Tree Map), 버블 맵(Bubble Map), 더블
버블 맵(Double Bubble Map), 플로우 맵(Flow
6) 멀티 플로우 맵(Multi Flow Map)
Map), 멀티 플로우 맵(Multi Flow Map), 브레이
멀티 플로우 맵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 스 맵(Brace Map), 브릿지 맵(Bridge Map)을 이
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여 인과관계를 찾아 해한다.
내는 사고기법으로서, 주로 어떤 일에 대한
영향과 효과를 구명하는 기법이다. 왼쪽에 있
. “Thinking Maps를 활용한 과학수업이 과
는 상자가 오른쪽에 있는 상자의 원인이 되며, 21)학박혜진
학업성취도 및 과학 탐구 능력에 미치는 효
5)

20)

운현초등학교 사고력 지도(Thinking Maps)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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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 분류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맵 2. Thinking Maps 활용 수업의 절차
을 찾고 아이들과 함께 생각을 정리해서 체계
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본다(단 교사가 임 본 수업 절차를 개구리 그리기로 예를 들어
의로 넌지시 답을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직 플로우 맵에 나타내었다(아래 그림 참조).
접 아이들이 생각해보고 활용할 수 있게 이끌
어 줄 수 있어야 한다.)
3. 미술 교육 지도 방안의 실제
2)

사용한 Thinking Maps를 이용하여 미술표 한 차시에 한 개의 적합한 맵을 선정하여
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준다. 혹시나 기억 활용했고, 활동하는 주제를 고려하여 Thinking
이 나질 않은 경우는 다시 반복되는 질문을 Maps가 사전 활동이 아닌 사후 활동으로 쓰였
통하여 생각을 회상할 수 있게끔 해준다.
다. 아이들과 상호적인 수업을 통해 Thinking
3)

개구리에 관한 책이나 자료 탐색
▼
개구리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Brace Map으로 세분화하여 알아보기
(글이 힘들 경우 그림으로 나타내도 무관하다.)
▼
개구리의 요소들을 몸통, 얼굴, 앞다리, 뒷다리, 눈, 코 등의 순으로 점점 세밀화 하여 그린다.
(이 때 개구리에 대해 알았던 정보들을 빠짐없이 그리도록 지도해준다.)
▼
완성한 그림을 친구들과 비교해보고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없는지 체크해본다.

<개구리 그리기 절차의 플로우 맵>

활동명
활동목표
준비물
활동방법

표 1. 서클맵(Circle Map)을 활용한 미술 수업 계획안

우리 교실을 내가 디자인 해~!!!!!!
- 새 학기 때에 변화된 교실을 탐색해보고,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Circle Map으로 정리하는 능
력을 기른다.
- 콜라주의 기법으로 대, 소 근육을 발달시킨다.
잡지, 가위, 풀, 색연필, 장판, 도화지
① 교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교실을 둘러보세요. 교실에 무엇이 있나요?)
② 서클맵(Circle Map)을 이용하여 교실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해본다.
③ 서클맵(Circle Map)에 적었던 내용들을 회상하며 잡지에서 물건들을 찾아 붙인다. (이 때 똑
같은 그림의 물건 사진이 아니어도 무관하다. 혹시라도 내가 꾸미고 싶은 다른 물건들을
더 붙어도 좋다.)
④ 다 꾸민 교실을 전시하고 친구들과 느낌을 이야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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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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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명
활동목표
준비물
활동방법

표 2. 버블 맵(Bubble Map)을 활용한 미술 수업 계획안

친구 얼굴 그리기
- 친구의 얼굴을 살펴보고 다른 친구들과의 얼굴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
- 버블 맵(Bubble Map)을 활용하여 친구의 얼굴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정리해보는 능력을 기른다.
도화지, 연필, 지우개
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살펴본다. (이 때, 눈썹의 모양은 어떠한지.. 눈은 큰지 작은지.. 입
은 벌어져있는지 다물어져 있는지 등의 생김새를 살펴본다.)
② 내가 그리고 싶은 친구 한 명을 선정한다.
③ 친구의 얼굴을 보며 눈썹, 눈, 코 등의 작은 부분들을 버블 맵(Bubble Map)에 세분화하여 그려본
다. (눈썹의 숱은 많은가 / 눈에는 쌍꺼풀이 있나)
④ 도화지에 버블 맵(Bubble Map)에 그렸던 그림들을 조합하여 그린다.
⑤ 다 그린 그림들은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실제 얼굴과 비교해본다.

표 3. 더블 버블 맵(Double Bubble Map)을 활용한 미술 수업 계획안
직선과 곡선

직선과 곡선에 대해 안다.
직선과 곡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더블 버블 맵(Double Bubble Map)으로 알아볼 수 있다.
도화지, 색연필, 실, 물감
① 직선과 곡선의 그림을 보여준다.
② 이 선들의 명칭을 알고 파악한다. (이 때 찍찍 직선, 구불구불 곡선하면서 특징을 설명해주면 쉽
게 익힐 수 있다..)
③ 실에 물감을 묻혀 도화지에 올려놓고 싶은 모양으로 올려놓은 후 다른 도화지로 찍어준다.
④ 직선은 색연필로 빗소리를 들으며 그려준다. (이 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이용하여 직선을 표현해
주면 더욱 좋다.)
⑤ 더블 버블 맵(Double Bubble Map)에 직선과 곡선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본다.
-

표 4. 트리맵(Tree Map)을 활용한 미술 수업 계획안

나는야 코디네이터!
-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자유롭게 디자인 해봄으로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다.
- 트리맵(Tree Map)을 이용하여 입고 싶은 옷을 직접 써봄으로서 한글도 익힐 수 있다.
도화지, 색도화지, 색연필, 연필, 지우개, 가위, 풀
① 색도화지 윗부분에 얼굴을 그려준다.
② 내가 평소에 입고 싶었던 옷들을 무엇이 있는지 남자, 여자를 나누어 이야기해본다.
③ 트리맵(Tree Map)에 그리고 싶은 옷을 적어본다. (이 때 좋아하는 무늬도 자세히 이야기하면 더욱
좋다. 예를 들면, 땡땡이 무늬 티셔츠, 줄무늬 남방 등등..)
④ 흰 도화지를 책처럼 접은 뒤에 몸과 이어지게 상체와 하체를 분리하여 그려준다. (이 때 윗도리
와 아랫도리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해본다.)
⑤ 다 그린 후 친구들과 어떤 옷들을 그렸는지 보고 이야기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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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활동방법

표 5. 브레이스 맵(Brace Map)을 활용한 미술 수업 계획안
팔짝 팔짝 개구리~

개구리의 몸 구조를 알 수 있다.
관찰하고 세심하게 관찰하는 묘사력을 기를 수 있다.
도화지, 연필, 지우개
① 개구리의 그림이나 책을 보고 몸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개구리의 몸과 얼굴은 어떻게 생겼
는가? / 개구리의 몸에는 무엇이 있는가? / 개구리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는가?)
② 브레이스 맵(Brace Map)에 전체에서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적어본다. (개구리의 얼굴에는 큰 눈과
작은 콧구멍, 울음주머니가 있어요.
개구리의 몸에는 앞다리와 뒷다리가 있는데 앞다리의 발가락은 4개, 뒷다리의 발가락은 5개예요.)
③ 연필로 내가 적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려본다. (이 때 아이들이 그리기 힘들어하면 교사와 함
께 개구리 생김새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며 지도한다.)
④ 다 그린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가해본다.
-

표 6. 플로우 맵(Flow Map)을 활용한 미술 수업 계획안
악어 소년 (BookArt)

책을 읽고 내용을 회상해볼 수 있다.
- 그림으로 직접 표현하며 묘사할 수 있다.
도화지, 연필, 지우개, 색연필
① 악어 소년이라는 책을 읽어주고 그림을 한 번씩 다시 보여주며 이야기를 정리해본다.
② 북아트를 이용하여 내용의 순서대로 그림을 그린 후 나만의 책을 만든다. (이 때 이야기를 아이
들이 직접 생각하며 그릴 수 있도록 한다. 혹시라도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가 유도한다.)
③ 완성한 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가해본다.
-

표 7. 멀티 플로우 맵( Multi Flow Map)을 활용한 미술 수업 계획안

명화 그리기 (고흐의 해바라기)
- 명화를 보고 이해하며 특징을 이야기 할 수 있다.
- 멀티 플로우 맵(Multi Flow Map)을 통하여 좀 더 수정보완해야 할 것을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다.
도화지, 색연필
① 고흐의 해바라기 작품을 보고 느낌을 이야기 해본다. (애들아,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을 그린 것일
까? / 그림의 색감은 어떻지? / 그림을 본 느낌을 어떠니?...)
② 그림을 보고 내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나 더 그렸으면 하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멀티 플로우 맵
(Multi Flow Map)에 적어본다.
③ 내가 생각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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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브릿지 맵(Bridge Map)을 활용한 미술 수업 계획안
색상환 모자이크
- 먼셀의 20색상환을 보고 색의 종류에 대해 알 수 있다.
- 브릿지 맵(Bridge Map)을 통하여 보색의 대비를 알 수 있다.
도화지, 색연필, 색종이, 풀
① 먼셀의 20색상환을 보고 색을 이야기해본다.
② 비슷한 색과 서로 다른 색을 찾아본다. (빨간색과 비슷한 색은? / 보라색과 대각선으로
있는 반대되는 색은 무슨 색?)
③ 색상환을 동그랗게 그려보고 그 안에 내가 봤던 색상환을 색종이로 모자이크 꾸며본
다. (이 때 색의 순서를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색인 무지개 색으로 이야기 해주면
이해하기가 쉽다.)
④ 내가 만든 색상환을 보고 서로 보색(반대되는 색)을 찾아 브릿지 맵(Bridge Map)에 정
리해본다.

활용 수업의 지도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Maps를 이용하여 사전사후 활동을 함으로써
(표 1~표 8 참조).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많은 것을
그려낼 수 있었다.
둘째, Thinking Maps를 하고 난 후의 그림과
Ⅳ. 결 론
그 전의 그림에서 묘사력의 차이가 있었다.
브레이스 맵을 진행한 후 확실히 선이 많이
어린이집의 5, 6세를 대상으로 Thinking 자신감 있으며 묘사도 세밀하게 할 수 있게
Maps를 활용한 미술수업을 적용한 결과 다음
되었다(아래 그림 참조).
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셋째, Thinking Maps를 활용한 미술수업의
첫째, Thinking Maps를 활용한 미술수업은 결과 아이들이 맵 작성 시간, 방법, 태도에 변
아이들의 생각을 끌어내고 정리할 수 있는 능 화가 있었다. 아이들은 나름의 방식대로 더
력이 생겼다. 보통 미술 수업을 할 때 주제를 유창하게 맵을 작성했고, 허용적 분위기에서
정해주고 막연하게 무엇을 그려야 할까 고민 맵핑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능동적으로 표현
도 많이 하고 그림에 두서가 없는데 Thinking 하려는 태도를 보였으며, 언어적 표현 외에
Maps

▶ 브레이스 맵
(Brace Map) 을 활
용하기 전의 개구
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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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ce Map) 을 활
용한 후의 개구리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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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로 사고 과정이나 사고 내용을 시각적으
로 명백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맵
을 보면서 상호작용하기를 좋아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Thinking Maps
를 적용한 미술수업은 창의적인 그림을 이끌
어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확
인되었다. 또한 Thinking Maps는 어린이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사고를 표현하도록 하는 도
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Thinking
Maps는 유용한 미술 교수, 학습 방법으로 활
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아직 Thinking Maps
의 효과에 대한 국내의 연구 사례가 부족하므
로 많은 연구과제가 남겨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 연구에서 다음
과 같은 과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Thinking Maps를 활용한 미술수업이
창의성에 미치는 연구대상이 5, 6세로 제한이
되어 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효과는
검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Thinking Maps의
각 맵에 요구되는 사고 과정은 창의성 미술
수업의 하위 요소와도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창의성 미술
수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Thinking Maps를 활용한 미술수업이
아이들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자가 연구 시간 중
느낀 것은 Thinking Maps의 양식을 교사가 제
공해 주었을 때 보다 맵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가려는 적극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었다. Thinking Maps를 활용한 미술수업이
정의적 영역에 대한 연구를 통해 Thinking
Maps를 미술수업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운현초등학교에
서만 Thinking Maps를 활용한 통합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이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적용시켜서 언어적인 효과가 확연히 나타나지
못했지만 좀 더 많은 곳에서 활용함으로써 미
술 수업 뿐 아니라 통합적인 수업으로 널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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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ction Method Using Thinking Maps
in Creativity Art Education

Kim Woo-Ju
Himmil Edu Center

The U.S. Art education leads children to creation and helps them make their way into their dream. These
make children make their way into a harmonious life. Art makes children make their way into a life they
have dreamed of, just as a car needs to have its engine to start their imaginative and creative life.
Therefore, we have created a way in which children can think of an imaginative way, Thinking Maps.
Thinking Maps was created in 1998, by Hyerle, a way in which a designing is created for problem
including language problems and to enhance the eight technology developments which these were
generated for. The eight categories in this include; Circle Map, Tree Map, Bubble Map, Double Bubble
Map, Flow Map, Multi Flow Map, Brace Map and Bridge Map, and these were which prepared the U.S.
arts education plan. Therefore, these plans made the conclusion that, Thinking Maps would help make the
children, be able to think by themselves and be able to express their creativeness and be able to see
these through their own eyes. However. Thinking Maps has insufficient influence in the country therefore
there needs to be additional research into this area to construct a reasonable judgement into this
particular area.
Key words : Thinking Maps, creativity, Art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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