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에 따라 찰떡매치, 일할 때 유용한 마인드맵 애플리케이션

마인드 맵은 번역 그대로 ‘생각의 지도’라는 의미입니다. 실생활에서는 여러 개의 주제와 연관 키워
드를 도표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을 마인드맵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아직까지 디자이너나 작가처럼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직장인들은 회사에
출근해 수많은 정보를 얻고, 분류하고, 정리하며 살아갑니다. 제 때 정리 못 한 정보를 다시 묶으려
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죠. 직군 불문,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마인드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회
의실, 교육장, 사무실까지. 회사 안에서 마인드맵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정보를 분류해 기록해보
면 어떨까요? 장소와 상황에 맞춰 활용 가능한 마인드맵 무료 애플리케이션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수많은 아이디어가 오가는 회의실

살짝 열린 회의실 문 너머로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마케팅팀 팀원들이 한 데 모
여 다음 달에 시작할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회의를 하는 중입니다. 주제 브리핑을 들은 뒤, 각자 떠오
르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며 브레인스토밍을 이어가는 팀원들. 각자 다이어리, 노트, 아이패드 등
을 활용해 이야기들을 메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속절 없이 길어집니다. 이미 메모는 직전
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복잡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서로 나눈 이
야기들을 잘 정리해 공유해야 할 텐데요.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깔끔하게 정리해 회의록 대신 활용할
순 없을까요?

예쁘고 깔끔하게 정리해 공유, 마인들리

마인드맵은 세로 레이아웃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최적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키워드 입력 프레임
이 행성을 연상하게 하는 동그라미 형태라 눈에 띕니다. 파일을 PDF로 변환해 공유할 수 있어 여러
명이 함께 보기도 좋습니다.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뒤 + 아이콘을 터치해 새로
운 마인드맵을 만듭니다. 새로 만든 마인드맵을 열면 큰 동그라미 하나와 고리처럼 동그라미를 둘러
싼 선, 활성화된 + 아이콘이 있죠. 큰 동그라미에 주제를 입력한 뒤 + 아이콘을 터치하면 연결된 새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키워드가 많아지면 큰 주제 동그라미가 화면 하단 우측으로 이
동, 다른 동그라미들과 함께 커지는데요. 연관 키워드 동그라미들을 움직여 빙글빙글 돌려볼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이미지, 아이콘 첨부가 가능하며, 아이클라우드나 드롭박스에 저장할 수도 있습
니다. 단, 무료 버전은 총 3개의 맵까지만 만들 수 있으니 수정, 삭제해가며 사용하세요.

전문적인 정보를 얻는 교육장

사내 교육장 문을 여니 프로그램 언어 활용 강의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람들은 화이
트보드와 빔 프로텍터로 출력한 영상을 번갈아 보며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기 힘든
전문적인 정보가 많으니 메모는 필수! 저마다 강의 전에 받은 강의자료 위 여백에 메모합니다. 시간
이 지나자, 교육자료는 인쇄된 글자, 펜으로 쓴 글자가 뒤섞여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네요. 나중에
자료를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귀한 시간을 쪼개 듣는 강의인데, 나중에 메

모를 알아볼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강의도 무용지물이겠죠. 테트리스 하듯 여백에 끼워맞춰 필기하
지 마세요. 한 면에 많은 정보들을 구분해 정리 가능한 마인드맵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니까요.

연결된 모든 정보를 한 면에, 심플 마인드

확대/축소가 가능해 한 면에 많은 키워드를 입력하기 좋은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애플리케이션 실행
후 화면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 아이콘을 터치하면 새로운 메모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새 맵을 만
든 뒤 첫 번째 키워드를 입력하면 바로 옆에 연관 키워드 입력란을 생성하는 +, 글자 입력이 가능한
T, 글자 편집 기능이 있는 ··· 아이콘이 활성화됩니다. 굳이 가이드를 읽지 않아도 단박에 알 수 있을
만큼 조작이 직관적이죠. 하위 키워드를 새로운 맵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키워드를 많이 입력했
을 때, 읽기 힘들까봐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손가락 검지와 중지로 화면 속 배경을 터치하면 필요
한 부분을 확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뿐 아니라 데스크톱 윈도즈용, 맥북용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가능해 더욱 편리합니다. 단 클라우드, 드롭박스 저장이나 공유는 유료 버전
을 구매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개별 업무를 폭풍처리하는 사무실

이른 아침 사무실에 출근한 팀원들 몇몇이 눈에 띕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메일과 업무 관
련 파일들을 열어보며 오늘 할 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업무 우선순위
를 정하는 팀원들. 데스크톱 메모장,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활용해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데요. 메
모장이나 엑셀 파일은 템플릿 선택이 불가능하고, 파워포인트는 도형 생성이나 선 추가를 단박에 할
수 없습니다. 용도에 맞는 템플릿 위에, 도형 생성이나 선 추가가 간단한 툴이 있다면 좋을 텐데요.
마인드맵은 업무를 주제별로 분류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복잡하게 기록하기보다,

큰 주제 중심으로 세부 업무가 바로 떠오르도록 정리 가능한 마인드맵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보세
요.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다. iThoughts2go

iThoughts2go는 유료 애플리케이션인 iThoughts의 무료 버전입니다. 실행 후 새로운 맵을 만들
때 스타일 설정을 선택하면 템플릿 10여 종, 캔버스 40여 종 중 원하는 스타일을 세팅할 수 있습니
다. 그 외에도 고를 수 있는 스타일 설정이 많지만, 특히 유용한 설정 기능은 맵 레이아웃인데요. 수
평, 수평 상향, 수평 하향, 수직, 위에서 아래로 등 전체 연결선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어떤 키워드를 떠올렸든 생각이 흐르는 대로 입력하기 좋겠죠. 단 iThoughts2go는 무료 버전이기
에 맵 하나당 최대 20개까지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연간 등 장기 업무 계획을
관리하기보다는 시간 단위, 하루 단위 계획을 적기 좋은 툴입니다.

이처럼 마인드맵 애플리케이션은 회사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해내는 메모와 생각 정리 도구입니다.
앞서 소개한 회의록, 학습 메모, 업무 계획 외 창의력이 필요할 때도 마인드맵을 활용해보세요. 무수
히 연결된 생각의 씨앗은 당신이 신박한 아이디어를 싹틔우도록 도울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 뉴스룸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