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상한 노트 교재 소개

마인드맵이란?
마인드맵은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하고 정보의 짜임을 시각화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은 물론 창의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에 폭넓게 사
용됩니다. 

마인드맵의 기본은 복사사고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중심 제목에서 하
나의 마인드맵이 만들어집니다. 마인드맵의 모든 단어와 이미지를 연
결하는 가지는 생각의 흐름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중심 제목으
로부터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맵은 종이 위에 2차원으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다차원을 나타
내며 이미지를 통한 공감각적 표현 방법으로 시각, 촉각, 청각, 등 오
감을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의 기본 적성 과정을 설명한 그림)

요상한 노트란?
'요약하고 상상하고 한 장으로 정리하는 힘을 길러 주는 노트'를 줄인 말이며 초등 국, 수, 
과, 사 교과서 내용을 만화와 마인드맵으로 요약·정리해 놓은 교재입니다.
(초등 교과서 내용을 그림과 마인드맵으로 정리해 놓은 교재이며, 교재, 워크북, 동영상 강
의, 디지털 교재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상한 노트를 활용하면 좋은 점

첫째, 누구나 쉽게 교과서 내용을 만화와 마인드맵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학습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의 연습 과정이 필요하지만 요
상한 노트를 이용하면 이러한 과정 없이도 누구나 쉽게 교과서 내용을 만화와 마인드
맵으로 요약․정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교과서 공부와 마인드맵 작성법을 동시에 배울 수 있습니다.
교과서 한 단원이 한 장의 마인드맵으로 요약되어 있어 학습 내용 전체를 파악할 수 있
고 정보를 시각화하는 능력을 길러주어 공부가 쉽고 재미있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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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상한 노트 교재 소개(02)

초등 마인드맵 요점정리, 요상한 노트

- 그림과 마인드맵을 이용하여 교과서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시각적 사고, 마인드맵 노트법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
다.

요상한 노트를 활용한 스마트 러닝

- 작은형의 공부발전소는 다양한 IT 기기를 응용한 스마트러닝 수업 모델
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 동영상 : http://youtu.be/1MRV6fev4Zk

http://youtu.be/1MRV6fev4Zk


작은형의 ‘요상한 노트’ 강의 특징(02)

사용 장비
- 디지털펜 또는 판서가 가능한 태블릿 PC(아티브탭7(아티브 프로), 서피스3, 서피스

프로3, 씽크패드 10 등)
- Edupresso(스마트러닝 앱), Edulecture(강의 저작 앱)
- [옵션]대형 스크린(프로젝터, 스마트 TV 등), 전자칠판, 디지털 펜 기능이 포함된 화

이트보드

수업 준비물(학생)

- 스케치북(8절 이상, 4절 권장)
- 여러 가지 색의 필기구
- 포스트잇
- [옵션]디지털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 디지털펜 : ADP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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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수업

손마인드맵 그리기

마인드맵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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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용 빈 노트

요점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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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정리 노트
자습용 빈 노트



한국사 마인드맵 그리기 수업 사례 – 학생 실습 작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