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수업전략 체크리스트는 학생이 예습, 수업, 복습을 효율적으로 진행했는지를 부모님과 
함께 테스트해보는 진단지입니다. 먼저 공부할 부분의 교과서 과목명, 단원명을 적도록 합
니다. 모든 과목보다는 습관형성을 위해 1과목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학습목표는 초등
학생의 경우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날짜를 적습니다.  
 
2분예습란에는 아이가 교과서를 읽으면서 모르는 용어나 의문나는 용어를 체크하는 정도
의 간단한 예습을 했다면 O를 표시하게 합니다. 만약 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다
면 질문란에 O를 표시합니다. 반대로 졸았다면 졸음란에 O를 표시하게 합니다.  
 
선생님 수업에 얼마나 집중하는지는 리액션란에 표시합니다. 그 과목의 수업시간에 고개
를 끄덕이거나 선생님과 눈빛을 마주했거나 한 경험이 있다면 상, 중, 하 중에서 스스로 체
크하도록 합니다. 이해도 란에는 선생님 수업을 어느 정도 알 것 같은지 스스로 0~100% 
사이를 체크해보도록 합니다.  
 
2분복습란에는 예습 때 모른다고 체크한 부분, 수업 때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중요하다고 
체크한 부분을 다시 봤다면 O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복습을 어디에서 했는지 학교, 학원, 
집 중에서 표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과목을 체크하면서 한학기 동안 예습, 수업, 
복습을 스스로 체크해보는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다음 장의 매일학습지는 체크리스트 훈련이 끝난 학생들이 좀더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
록 마련된 것입니다. 위 부분은 체크리스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질문노트란은 수업시간에 질문을 했다면 어떤 질문을 했고 무슨 내용을 몰라서 질문을 했
는지 간단히 적는 란입니다. 굳이 손들고 한 질문이 아니더라도 수업 중 발표를 했다던가,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했던 기억이 있어도 적도록 합니다.  
 
다음 아래에는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 중 가장 기억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는 란입니다.  
실제로 시중에서 파는 대학노트라고 불리는 일반 스프링 노트들은 수업내용, 핵심내용이
라는 두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고등학교에서 기본적인 노트필기를 하기 위해 필요
한 활동입니다.  
 
수업 내용에는 이것을 배웠다라는 식으로 간단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1. 2. 3. 등 번
호를 붙어서 문장식으로 적어봅니다. 핵심내용란에는 배운 내용을 하나의 단어로 1. 2. 3 
등의 번호를 만들어서 적어봅니다. 요약정리란에는 교과서 목차를 보면서 결국 무엇을 배
운 것인지를 한 문장으로 적어봅니다. 잘 못할 경우에는 교과서 목차의 단원 제목을 문장
으로 만들어서 적도록 해봅니다.  
 





기록하기 : 습관 형
성 방법 



자기 서약서는 학생과 부모님이 같이 무언가를 하실 때 꼭 하셔야할 부분을 샘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와 영어단어를 외운다던가, 특정 행동을 안한다던가, 시트지
나 시간계획표를 만든다던가 할 때 혼자서는 잘하지 못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기서약서를 쓰고 아이가 꼭 하겠다, 부모님은 만약 다 한다면 무엇인가 약
속을 하겠다라는 것을 서명을 받아서 같이 보관하거나 거실에 비치하면 아이는 그것이 중
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래 양식에 맞추어 서약서를 만들어서 아이와 함께 지켜보세요.  





아래 체크리스트는 아이의 집중력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영어단어, 책읽기 등등 체크하고 싶은 집중력을 맨위 _______ 집중력 진단해보기 란에 
적어봅니다.  
 
다음으로 아래에 첫번째 체크리스트라고 적습니다. 만약 영어단어라면 아이가 초시계로 
시간을 측정했을 때 몇 분 뒤에 하기싫어요라고 하는지 솔직하게 말하도록 하고 그 시간을 
적어봅니다. 일주일을 해 본 뒤 평균시간을 맨 밑에 적고, 아이와 함께 딱 그만큼의 시간과 
외운 단어 수대로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워보자고 위 서약서에 서명하게 합니다. 이 때 반
드시 한달이상 꾸준히 해서 약속한 목표량을 달성할 경우 작은 보상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한달이상 꾸준히 했을 경우 다시 체크리스트를 적습니다. 이번에는 두번째 체크리스트가 
되겠네요. 다시 해보면 아이의 집중력이 좀더 늘었을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체크하고 실행
한 뒤 다시 진단하면서 아이의 집중력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_______번째 체크리스트 

일 자 실행여부 시 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나의 평균 시간 

___________  집중력 진단해보기 

_______번째 체크리스트 

일 자 실행여부 시 간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다섯번째 

여섯번째 

일곱번째  

나의 평균 시간 



아래 구간학습 시트지는 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단원)을 구간을 나누어 공부하는 시
트지입니다. 먼저 과목명과 단원명을 적습니다.  
 
만약 인터넷 강의라면 40분의 강의를 약 10분 정도로 끊어서 듣고 일시정지를 통해 잠시 
중단합니다. 범위란에는 1, 2, 3 등의 숫자를 적고 한 단어 란에는 10분동안 들었던 가장 핵
심적인 단어를 하나만 적습니다.  
 
가장 생각나는 문장에는 그 10분 동안 들었던 내용 중 가장 기억나는 것 3문장을 적습니다. 
다시 강의를 10분 듣고 나서 다시 3문장 또는 3단어를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40분 
짜리 수업을 들었을 때 12줄을 적을 수 있습니다. 막연히 듣고 잊어버리는 것 보다 효율적
인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습관화하는 시트지입니다.  
 
교과서의 내용을 외우거나 문제집을 풀 때도 같은 원리입니다. 범위란에는 교과서 소단원 
또는 문제집의 소단원을 적거나 몇 페이지를 공부할 건지 2-3페이지 정도의 페이지를 적
어둡니다. 한단어에는 소단원에서 배워야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 단어 적습니다. 잘 모른
다면 그냥 교과서 소단원 제목을 다시 적어둡니다.  
 
  가장 생각나는 3문자에는 방금 읽거나 공부한 소량의 페이지 내용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을 3문장을 적어봅니다.  



구간 학습 시트지  

범위  한단어 가장 생각나는 3문장 또는 3단어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과목 : _______    단원 : 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