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교육 통신 (2014-05호)

- 행신중 수석교사 황보근영 드림

자기 주도적 학습 : 코넬식 노트 필기법의 응용
교육과정과 같이, 지식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단에서는 지식을 완성된 것인 냥, 교과서로 만들고 여기에 학습지까지 제작해
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지식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그러
다보니 학생은 늘 지식의 세계에서 주체가 되지 않고 수동적인 객체가 되어
‘학습자 소외(疎外)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제 지식을 만들어서 주려하지
말고, 지식의 세계로 안내한 다음 학습자 스스로가 지식을 찾고 만들게 합시다.

하나. 코넬식 노트필기법 : ‘3영역’과 '5R’단계

코넬 노트는 1950년 미국의 코넬(Cornell) 대학에서 월터포우 교수가 개발한 노트정리방법
으로 3개의 노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방법이 개발된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에서 코넬 노트를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코넬 노트의 양식에서 3개의 영역을 나
누어 사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3개 영역
1

2

2
1

3

3

① 필기영역(Note Taking Area) : 모두 필기하라.

강의내용 또는 수업 중 선생님 말씀을 가능한 모두, 의미 있게 받아 적는다.
(낙서 하지않기 - 또 낙서하게 한다. ‘깨진 유리창 이론’ 같이. 복습에 분심이 생긴다.)

② 단서영역(Cue Column) : 핵심과 단서를 잡아라.

수업(강의)중에는 비워두었다가, 강의들은 직후 필기영역에서 중요한 단어, 핵심 키워드
주제 등을 적는다. 암기, 숙고, 복습할 때 꼭 돌아 보야 할 부분이다.
③ 요약영역(Summaries) : 한 두 문장 요약하라.

수업(강의) 전체를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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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R 단계
Record
(기록)

Reduce
(축약)

➡

➡

Recite
(암기)

➡

Reflect
(숙고)

➡

Review
(복습)

: ①영역에 강의 내용, 사실, 지식, 아이디어를 알아보기 쉽게 필기
: ②영역에 강의 시간에서 배우고 필기한 내용들을 간결하게 요약.
요약은 의미와 관계를 명백하게 하고, 연속성을 보강하며, 기억을 강화한다.
Recite(암기) : 자신이 필기한 강의 내용을 완전하게 말해보며 타인에게 가르침.
①필기영역을 가리고, ②단서영역에 메모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표현으로 강의내
용을 가능한 한 완전하게 말해본다. 그리고 ①영역을 보고 말한 것을 확인하라.
Reflect(숙고) : ③요약영역에 자신의 견해를 이끌어 내어 그 과목의 수업목적에 접목시
키거나 다른 과목과는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자신의 숙고의 출발점으로 이용.
숙고는 아이디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곧 잊혀지는 것을 막아 줄 것이다.
Review(복습) : 매주 노트를 재빨리 복습하는데 10분 을 할애함. 그러면 배웠던 것의 대
부분을 기억할 것이다. (* 추천 : 검정색으로 필기했으면, 핵심단어와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장은 빨간색이나 파란색 및 형광펜 등으로 밑줄 또는 박스를 치면서 복습)
Record(기록)
Reduce(축약)

둘. 코넬식 노트 필기법 응용
1) 응용필기법의 5개 영역
①

제목영역 (단원명

: “씽킹맵으로 필기하고 인터러뱅으로 성장한다.”
/ 학습목표 / 날짜 / 강사명

등)

pp 80~83 (1) 가정에서의 도덕 문제 / 2013.5.31

③

②

단서영역

내용필기영역

1. 가정의 의미 - (씽킹맵 : 써클맵)
가정의 의미
(씽킹맵 - 버블맵)

다양한 가정

확대가족, 핵가족, 한부모가정
가정의 중요성과
기능

가정의 중요성과 기능 (더블 버블맵)

가정의 도덕문제
(핵심적인

단어,

개념, 용어)

가정의 도덕문제 - 원인과 결과
(씽킹맵 - 멀티플로우맵)

④ 요약영역
(느낌과

⑤새로운

다짐)

의문점

3문장으로

핵심요약 또는 서/본/결

3문장

교과 성격에 따라 ‘느낌과 다짐’(도덕과)

부모님께 감사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
달았다.
그런데 꼭 결혼해야 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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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지식은 백과사전? 인터넷? 교과서? 선생
님 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두뇌와 오감과 손발에 의해 체득되는 것이다.
* 그런 의미에서 학습자 자신에 의한 노트는 아이디어의 보고이며, 지식의 저장소가 된다.
* 선생님이 제공하는 학습지는 부득이 한 경우라면, 학습자 자신이 정리하는 노트 필기
는 진정한 의미의 지식을 저장하고 삶에 의미 있는 진리를 구성하는 필수 과정 이다.
* 아래에 소개하는 노트필기법은 중학교 도덕교과 수업에 유용하게끔 코넬식 노트 필기법
을 재구성한 것이다. 교과에 따라 ④⑤영역을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①제목영역 : 강의 제목 또는 단원 제목 ①제목영역 : 강의(수업) 제목 또는 소단원명
날짜와 학습목표 (또는 강사명)
과 학습목표, 날짜 기본 정보
②필기영역 : 수업의 내용을 씽킹맵 등으
로 정리 필기하는 영역. 씽킹맵 또는
도표, 그림을 활용하여 수업 중 필기. ③
이후에 보충, 복습하면서 검정, 파랑, 주제영역
②필기영역
빨강색 등 다양한 색깔 볼펜과 색연 : 주제
: 학습내용 필기 영역
필 형광펜 이용 강조하거나 꾸밈 또는 핵
(가능한 씽킹맵으로 )
③주제영역 : 수업(강의) 주제 및 핵심용
핵심 용어의 풀이
심
용어
어 필기. ②영역에 주제별 내용 필기
가 끝나면 주제명 또는 핵심용어를
③영역에 필기함.
④!(다짐)영역 : ‘느낌과 다짐’ 작성
강의(수업)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 ④ !
느낌과 다짐(!)
가장 감동적인 것을 한 두 문장으로
새로운 의문점(?)
표현하고, 내 삶의 행복을 위한 다짐 ⑤ ?
을 적고 실천함.
⑤?(물음)영역 : ‘인류문화는 끊임없는 물음표에서 시작하여 진보하였다.’ 나의 지식과 정
신세계의 발전을 위해 강의(수업) 이후에 ‘새로운 의문점’을 찾아 적은 후에 더 나은 느
낌과 다짐(!)을 얻도록 노력한다.
Tip? Tip! [인터러뱅]+++++++++++++++++

* ‘느낌과 다짐’과 ‘새로운 의문점’이 더해질 때 ‘물음 느낌표(인터러뱅)’을 얻을 수 있다.
* ‘유레카의 결실은 물음표의 씨앗에서 얻는다.’

인터러뱅
interrobang
물음느낌표

“야하! 이거 어때?” 인생을 살다보면 이런 의문감탄이 일어날 때가 있다. 행복한
순간이다. 이와 같이 의문도 아니고 감탄도 아닌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한 문장부호로 인터러뱅은 탄생되었다. 인터러뱅!! 물음표(?)와 느낌표(!)가 하나
로 합쳐진 모양으로 1962년 미국 광고대행사 사장인 마틴 스펙터가 만든 새로운
개념의 문장부호이다. 의구심으로 시작해 놀라움으로 끝나는 과정은 인류문화의 진
보의 상징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 콜롬버스와 뉴턴의 발견, 라이트 형제와 장
영실의 도전, 피카소와 스티브잡스의 발상전환, 세종대왕과 이순신의 혁신이 그것
이다. 인터러뱅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 아이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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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넬식 노트 필기법의 응용 실제

*자로 반듯하게 줄 긋는다. ③주
제영역은 3~4센티면 충분하다.
*쪽수와 단원명 날짜를 적는다.
*여러 가지 색깔의 필기도구 활
용한다.
*내용은 씽킹맵(8가지유형)으로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수업 끝나자마자, 또는 복습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 핵심 단어
에 표시를 한다.
*도장을 찍어주어 수행평가(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영역)한다.
3) 노트필기(정리)의 핵심지도

1) 수업 내용을 적을 때는 되도록 중요도에 따라, 범위에 따라 번호를 붙여서 쓰는 것이 조직화가 쉽
고 나중에 복습할 때도 도움이 된다.
2) 중요도에 따라 3가지 색깔 - 일반>검정색, 도움>파란색, 중요>빨강 - 을 사용하도록 한다.
3)자주 반복되는 내용은 자기 나름대로의 약어와 상징을 사용하면 필기 속도를 높힐 수 있다..
예> =(같다), ∴(따라서), ∵(왜냐하면), ≠(같지 않다), ex(예), vs(대), cf(비교), ☆(강조), &(그리고)
4) 노트에 낙서를 하지 않도록 한다. 낙서는 복습을 할 때 정신을 분산시키며 또 낙서를 하게 된다.
5) 노트는 과목별로 작성하며 한 차시 내용을 가능한 한 페이지 안에 요약 정리하는 것이 좋다.
중단원이 끝나면 중단원 모두를 한 페이지에 또 핵심 정리하면 기억이 탄탄해진다.
6) 스프링 노트의 사용은 되도록 지양한다. 쉽게 찢어 버리는 장점이 있지만 정성이 부족할 수 있다.
7) 수업 날짜, 날씨 등 연상할 수 있는 것-선생님 말씀의 명언, 친구의 질문 등-을 같이 쓰도록 한다.
8) 글씨는 남들도 알아 볼 수 있게 단정히 쓴다. 수정할 때는 지우개, 수정액 보다는 줄을 긋는다.
9) 노트의 줄을 많이 띄우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한 페이지를 충분히 활용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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