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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 학이시습지의 기쁨

하나.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이다.”

◆ 에빙하우스의 연구

* 16년간 기억을 연구했던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Ebbinghaus; 1855~1909)는

자신을 피실험자로 삼아 <인간의 무의미 기억 = 암기>에 관한 연구

* 연구 결과 : 학습자가 <무의미하게 기계적으로 암기를 할 때> 기억효율, 망각의 정도

등을 알아내어 그래프로 정리

* 학습 후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 1시간 뒤에는 50%, 하루 뒤에는 70%,

한 달 뒤에는 80% 망각 - 에빙하우스의 논문 <On Memory>에서

◆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습 내용이 잊혀 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곡선

* 우리 같은 성인에게는 때론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다행인 게 참 많죠?

잊고 살아야 나날이 새로운, 日日新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겠죠.

*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망각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나도 컴퓨터의 저장

장치처럼, 저장해두었다가 언제든지 꺼내 쓰면 좋을 텐데.”라는 망상을 하기도 하죠.

* 그런 원망스런 망각이 초래하는 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 잊지 않기 위해서! 오직 복습 뿐! :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서의 탈출!!!

* 아래의 복습 곡선은 에빙하우스의 연구는 아니랍니다.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대로 의미 있기에 옮깁니다.

* 학습 후 4회 복습 : 10분 후 복습 > 1일후 복습> 1주 후> 1달 후 복습 (장기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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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제안 : 노트필기와 자투리 시간을 중시하자. - 적어도 3습 (“습습습”)
* 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망상이 아니라, 노트필기와 복습 뿐. “습습습 합시다.”

* 1습 : 3분 자투리 > 수업 후, 교과서 노트 바로 치우지 말고 3분 투자! 되돌아보기

빨간펜(중요), 파란펜(보충),형광펜 활용, 중요문장 밑줄 / 노트에 3문장 요약하기

* 2습 : 방과 후 복습 > 하루 수업 후 가방 정리하며 하루 공부한 노트 되돌아보기

문제는 사물함 속에 모두 던져버리고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 노트는 갖고 다니기

* 3습 : 주말 복습 > 토요일, 1주일동안 공부한 노트에서 요약한 문장, 개념 훑어보기

* 잦은 복습만이 지식을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장기 기억유지 : 이후 몇 달 만에 한번 슬쩍 들어다 보아도 결코 잊혀 지지 않음.

셋. 배움[學]과 익힘[習]이 있는 공부

◆ 학이시습지의 기쁨! : “배우고서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않은가!”

‘학습의 기쁨’이 얼마나 컸기에 공자선생님께서는 동양의 최고 유학경전이라 할 수 있는

《논어》첫 머리에 실었겠습니까! 그야말로 1장 1절입니다. 학생과 선생님의 기쁨입니다.

◆자전적 의미 : 학-교사의 모범적 垂訓(수훈) / 습-학생의 자기주도적 復習(복습)

‘습(習)’자는 ‘새의 날개 짓’ 모습에서 형상 - 두 날개는 ‘습’자의 ‘羽(우)’자에 
해당하고, 아래의 ‘白(백)’자는 ‘코 비(鼻)’에 해당하는 ‘自’자의 모양

학습(學習) : 배워서 익힘, 배운 바를 익힘

학(學)

[배움]

○ 손 수(手) + 본받을 효(爻) + 아들(子)
-위의 양쪽의 것 : '손(手)'을 거꾸로 놓은 모양, 양 손
-양 손 안의 것(爻) : 귀한 보물, 본받을 효(爻 = 效).
-아래 : '자녀(子)의 머리'

습(習)

[익힘]

○ 날갯짓 우(羽) + 태양 일(日)
: '날짐승이 맑은 날 나는 법을 배우는 것’
-위 : 깃털 또는 날개짓 우(羽), 좌우 날개짓 
-아래 : 흰 백(白) - 고대엔 '自'字 = 코 비(鼻)字로  쓰임 
-습(習): '작은 새가 코에서 더운 숨결 내뱉을 정도로 

열심히 반복하여 나는 연습을 한다’는 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