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마인드멉(mindmup)을활용하여마인드맵만들기- Chrome
마인드멉(mindmup)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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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멉(mindmup)은 무료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 도구이다. 별도의 설치 없이
웹에서 모든 작업이 가능하며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다. Chrome 브
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가. 계정 등록 없이 사용 가능
- 크롬브라우저의 앱스토어에서 검색 후 사용이 가능하다.
- 윈도우뿐 아니라 맥os, 리눅스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
- 크롬 브라우저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한 파일을 자유롭게 열고 닫을 수
있다.
-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작성한 마인드맵을 확인이 가능하다.
다. 협업 가능
- 마인드멉을 통해 만든 마인드맵은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협업을 하는데 유용하다.
- 다른 사람이 업데이트한 마인드맵을 즉시 볼 수 있다.
라. 이미지 추가 가능
- 이미지와 아이콘을 마인드맵에 빠르게 추가할 수 있다.
- 구글 드라이브용 마인드멉은 구글 포토 및 구글 이미지 검색과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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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멉을 이용한 마인드맵 제작 방법

가. 확장프로그램에 추가하기

Chrome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앰에
들어가 mindmup을 검색한다.
오른쪽 Chrome에 추가 버튼을 클
릭한다.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프로그램에
mindmup프로그램이 추가 된 걸 확
인할 수 있다.

나. 마인드멉 시작하기
마인드멉 화면의 GET STARTED
버튼을 클릭한다.
저장옵션은 마인드멉 클라우드와
구글 드라이브로 나뉜다. 마인드멉
클라우드는 계정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며 100kb의 마인드맵을 작성
하고 6개월까지 저장할 수 있다.
구글드라이브는 구글 계정 사용만
으로 공유하고 공동 작업할 수 있
으며 추가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CREAT A NEW MAP을 클릭하
여 마인드멉을 시작한다.

다. 구글 계정 연동하기
구글 계정으로 마인드멉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글드라이브 이용을 위
한 승인을 해야한다.
Sign in with Google에어 SIGN
IN을 클릭한다. 로그인할 구글계정
을 선택한 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승인한다.

라. 마인드멉 기본 기능 알아보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주 사용하는 메뉴가 나온다.
-Node style: 글자의 크기, 폰트, 색,
배경색을 바꿀 수 있다.
-Node image: 노드에 그림을 추가한다.
-connect to node: 노드와 노드를 연
결한다.
-insert child: 하위 노드를 생성한다.
-insert parent: 상위 노드를 생성한다.
-insert sibling: 동위 노드를 생성한다.
-Remove node: 노드를 삭제한다.

마. 자주쓰는 단축기 알아보기
Help의 Keyboard shortcuts를 클
릭하면 키보드 단축키를 확인항 수
있다.
-enter: 아래에 동위 노드 추가
-shift+enter: 위에 동위 노드 추가
-shift+enter: 텍스트를 편집할 때
줄 바꿈
-tab: 하위 노드 추가
-shift+tab: 상위 노드 추가
-ctrl+d: 연결이 끊어진 새 노드 삽입
-d: 노드 연결 끊기
-space: 노드 편집
.
-shift+space: 노드 색상 변경
-i: 이미지 추가

바. 마인드멉으로 마인드맵 만들기
단축키를 이용하거나 마우스로 클
릭을 하여 생각을 지도 그리듯 마인
드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 마인드멉으로 만든 마인드맵 다운로드하기
왼쪽 상단의 파일 탭의 Download
as를 클릭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다
운로드할 수 있다.
Freemind(또 다른 마인드맵 툴). 이
미지, PDF 등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
으며 이후 추가 작업이 가능하다.
Minsdmup 파일로 다운받을 경우
확장자는 .mup이다.
파일의 Publish를 클릭하여 내 마인
드맵을 공개할 수 있다. 100kb 미만의
크기로 가능하고 6개월간 유지되며
삭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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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멉 활용 수업 적용 사례(5학년)

가. 수업 살펴보기
학년

5학년

사용 환경

교과

사회

차시

단원

크롬
15/16

활용 도구

마인드멉
(mindmup)

2-2.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학습주제

l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노력 알아보기

학습목표

l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노력을 알 수 있다.

SMART
Activies

l 인터넷으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노력 알아보기
l 마인드멉을 활용하여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마인드맵으로 나타내기
l 자신이 만든 마인드맵 패들렛에 올리기

단 계
( 시간)

학습요소

도 입

학

습

(5′)

교수•학습 활동
▣ 학습 문제 확인하기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료(□)유의점(☞)
☞ 학습문제 및 학습
순서를 정확히 이해
시킨다.

노력을 알아보자.
학습활동
안

내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 알아보기
【활동 2】 독립군들의 활약 알아보기
【활동 3】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 마인드맵으로

전 개

활 동 1

(30′)

나타내기
▣ 학습 활동 하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알아보기

☞ PC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임시정
부에 대해 찾아보
도록 한다.

【활동 2】 독립군들의 활약 알아보기

 PC

◦ 봉오동 전투에 대해 알아보기

☞ 독립군들의 활약
에 대해 찾아보도
록 한다

【활동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 알아보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 알아보기

활 동 2

◦ 청산리 대첩에 대해 알아보기

활 동3

 PC

【활동 3】 나라를 되찾기위한 노력 마인
드맵으로 나타내기
◦ 마인드멉을 활용하여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마인드맵으로 나타내기
◦ 완성된 마인드맵을 다운로드하여 발표자료
준비하기

 PC
(마인드멉)
☞ 마인드멉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원
활하게 작업할 수
있음을 알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
하도록 한다.

◦ 완성된 마인드맵 발표하기

PC
(패들렛)
☞ 완성된 마인드
맵을 다운로드
하여 패들렛에
올려 공유하도
록 한다.
☞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공유하
고 잘된 점을
서로 칭찬하게
한다.

정 리
(5′)

학습내용

▣ 학습 내용 정리하기

정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 정리하기

리

◦ 3.1 운동 이후 독립군의 활약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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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멉 활용 수업 적용 사례(1학년)

가. 수업 살펴보기
학년

1학년

사용 환경

교과

겨울

차시

단원

크롬
13/40

활용 도구

마인드멉
(mindmup)

2. 우리의 겨울

학습주제

l 겨울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 알아보기

학습목표

l 겨울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다.

SMART
Activies

l 인터넷으로 겨울에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알아보기
l 마인드멉을 활용하여 겨울철 건강수칙 생각그물 만들기
l 생각그물 다운로드하여 발표 준비하기

단 계
( 시간)

학습요소

도 입

학

습

(5′)

교수•학습 활동
▣ 학습 문제 확인하기
겨울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자료(□)유의점(☞)
☞ 학습문제 및 학습
순서를 정확히 이해
시킨다.

실천해보자.
학습활동
안

내

▣ 학습 활동 안내하기
【활동 1】 겨울철 건강문제 이야기하기
【활동 2】 겨울철 건강수칙 알아보기

전 개

활 동 1

(30′)

【활동 3】 겨울철 건강수칙 생각그물로 나타내기
▣ 학습 활동 하기
【활동 1】 겨울철 건강문제 이야기하기
◦감기에 걸렸던 경험 이야기하기
◦건조했던 경험 이야기하기

활 동 2

【활동 2】 겨울철 건강수칙 알아보기
◦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 바르기
◦ 물 자주 마시기
◦ 환기 자주하기

활 동3

【활동 3】 겨울철 건강수칙 생각그물로
나타내기
◦ 마인드멉을 활용하여 겨울철 건강수칙
생각그물로 나타내기
◦ 완성된 생각그물을 다운로드하여 발표
자료 준비하기

 PC
(마인드멉)
☞ 마인드멉은 크롬
브라우저에서 원
활하게 작업할 수
있음을 알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
하도록 한다.

◦ 완성된 생각그물 발표하기

☞ 다운로드를 어
려워할 경우
만든 생각그물
을 그 자리에
서 발표하도록
한다.

☞ 친구들과 함께
작품을 공유하
고 잘된 점을
서로 칭찬하게
한다.

정 리
(5′)

학습내용

▣ 학습 내용 정리하기

정

◦ 겨울철 지켜야할 건강수칙 정리하기

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