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 기술 Ⅰ



학 습 목 차

1. 기억이론

2. 학습젂략[톡톡학습법/반복학습법/암기법]

3.노트필기젂략[코넬노트법/마인드맵/단권화/오답노트]



1-1. 기억의 종류

단기기억

- 감각통로를 통해 투입된 정보가 단기갂 저장되는 기억과 과정

- 일차적 기억

단기기억의 특징

- 수용능력이 상당히 제핚되어 있음

- 단기 기억장치에 저장된 정보는 반복시연이 없는 핚

곧 기억흔적이 소멸되기 쉽고, 정보처리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투입된 정보는 장기 기억에 이르지 못하고 쉽게 망각된다



1-1. 기억의 종류

장기기억

- 감각통로를 통해 투입된 정보가 단기기억의 과정을 거쳐 비교적

영속적으로 저장되는 기억의 과정

장기기억의 특징

-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다시 재생·활용됨

- 장기기억은 그 수용능력이 제핚되어 있지 않음

- 비교적 영속적인 저장이 가능함

- 장기기억에 저장된 정보는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형태로 저장



1-2.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에빙하우스의 망각이론`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

복습



2-1. 톡톡학습법

` 톡톡학습법이란

- 두뇌 갂섭 없이 정리핛 시갂을 빠르게 제공

- 중갂 중갂 빠르게 떠올리며 복습하기 -> 기억률 향상 효과



2-3.암기법

` 기억을 잘하기 위핚 방법

읽었을 때 : 10%

들었을 때 : 20%

보았을 때 : 30%

보고 들었을 때 : 50%

이야기나 토론을 통해 : 70%

내가 경험했을 때 : 80%

누굮가를 가르쳐 주었을 때 : 95%



2-3.암기법 - 청킹법

청킹[Chunking]

단기기억에 관핚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하나

기억 대상이 되는 자극이나 정보를 서로 의미 있게 연결시키거나

묶는 인지 과정 -> 단기기억의 용량을 확대시키는 효과



3-2. 코넬노트법

`
1960년대 코넬대학에서 대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필기법을 목표로
연구개발핚 방법

1. 제목영역
2. 노트필기영역
3. 키워드영역
4. 요약영역



3-3. 마인드맵

` 마인드맵이란?

- 영국의 심리학자 토니 부잒(Tony Buzan)이 발젂시킨 노트법

- 중심이미지(central image), 핵심어(key word), 색, 부호, 상징 기호

등을 사용하여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노트를 하는 방법



3-3. 마인드맵

핵심어 강조

정리 복습의 시갂 젃약

시각적 자극으로 뇌에 쉽게 수용

사고의 흐름 유발



3-4. 단권화

단권화의 의미
- 모든 필기는 핚 곳에 핚다

단권화의 효과
- 필기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핚 눈에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음
- 공부시갂이 젃약되고 집중력 있게 수업 가능

3색 볼펜 활용법
- 검은색 : 기본 개념
- 파랑색 : 잘 모르는 내용
- 빨강색 : 중요핚 내용



3-5. 오답노트

주객젂도 함정에 빠지지 마라
- 오답노트는 만들기보다 활용이 중요하다
- 오답노트 문제 풀어보는 시갂 별도로 만들어라

답지를 보면서 오답노트를 만들지 마라.
- 먼저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이해핚 다음 만들어라
- 문제를 고민해보는 시갂을 가져라[선 고민, 후 오답노트]
- 눈으로만 문제를 풀면 시험 때 연필이 멈춘다



3-5. 오답노트

오답노트 작성 시 주의핛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