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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 활용이 아동들의
초등학교 학업성취 및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정 정 희*

본 연구는 유치원( P re s c h o o l) 에서의 프로젝트 활동 중심의 수업방식이 아동들의 학업
능력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초기보상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한 만4 세 아동들 중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하는 교실에서 수업한 아동들 5 3 명을 실
험집단으로 하고 전통적인 단원중심 수업을 받은 아동들 중 3 7 명을 통제 집단으로 구성
하여 이들이 만 5 세때 유치원 에 입학한 후 그리고 만 6 세에 초등학교 1 학년이 되었을
때 그들의 학업성취와 전반적인 학교 적응력( 사회성, 학습 태도 등) 을 비교하였다. 학습
능력( 언어능력, 읽기, 수학기능) 과 적응력은 성적표와 관찰을 근거로 초등학교 담임교사
들에 의해 완성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유치원( P re s c h o o l) 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은 아동들의 kin d e rg a rt e n 과 초등학교 1 학년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 론

취학 전 아동들의 학습경험과 제공되어지는 교육의 질은 그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성
향의 형성과 취학 후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Karweit, 1993;
* 경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172 열린유아교육연구 ( 제5 권 제2 호)
Schweinhart, Weikart, & Larner, 1986). 유아교육의 질과 효과 높은 유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아들에게 보다 적절하고 의미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프
로젝트 중심의 수업방식이 큰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신인숙, 2000; 이기현, 2000; 지옥정, 1998; Diffily, 1996; Hartman & Eckerty,
1995).
교육과정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은 이미 19세기 초 Kilpatrick(1918)이 Dewey 의 교
육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시도된 것이었으나 최근에 다시 그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유아교
육에 있어서의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아동발달과 학습 등에 대한 관심에의 증가, 그리고 레지
오 에밀리아 유아교육 등의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Katz, 1996).
Katz와 Chard는 프로젝트 접근법이 유아들의 지적, 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 주장하며 기존의 프로젝트 법을 유아교육의 현실에 적절하게 재구성하여 정리하였다. 프
로젝트 접근법은 수업과 학습방식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NAEYC(National Association
of Education for Young Children)에서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준으로 제시한 발달에 적합한 실
제와 같은 맥락에서 아동 주도적인 교육과정과 적극적으로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의미
있는 학습형태의 좋은 예로서 제시된다(Bredekamp & Rosegrant, 1995; Helm, Beneke &
Steinheimer, 1998). 교사들은 프로젝트 접근법을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보충해서 사용
하기도 하며 놀이 중심, 활동중심의 유아교육과정과 접목하여 함께 사용함과 동시에 교육과
정의 핵심으로 이끌어 가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 접근법은 “유아들에게 흥미로운 특정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로 정의된
다(Katz & Chard, 1989). 개별아동, 소그룹 또는 전체그룹 아동들이 함께 이끌어 갈 수 있고,
학습기간은 아동들의 흥미수준, 주제의 성격, 그리고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아동의 정신(Mind) 계발”을 목적으로 하며 학습의 전 영역, 즉 지식, 기능, 성향의 계발과 느
낌의 발달을 통해 전체적인 아동발달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Katz & Chard, 1989). 레지오 에
밀리아 접근법에서도 프로젝트 중심의 수업방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소주제를 중심으로 깊
이 있게 연구하는 것”으로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있다(김은희, 2000).
다중지능 이론을 주장한 Gardner(1993)는 이상적인 교육여건으로서 교과의 통합과 협동학
습,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젝트 접근법에서 중요한 요소들로
고려되어 지고 있다.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지능은 한 가지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
라 적어도 7가지 이상의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교육에서는
언어와 논리-수학적 사고와 관련된 지능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아동들의 다른 영역들의 지능
발달, 예를 들면, 예술, 운동, 사회기능 등은 소홀해 지는 경향이 있다. 아동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학습활동 내용들은 탐구, 그리기, 쓰기, 연극하기,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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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영역의 지능들이 골고루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기
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Gardner는 프로젝트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유아들은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진행되어 지는 주제를 연결시킴
으로써 새로운 이해를 형성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Katz와 Chard(1989)에 따르면, 아동들
은 그들에게 “의미 있고, 상호작용적인, 그리고 비 형식적인 상황”에서 가장 잘 배울 수 있
다고 주장한다. 사람과 사물, 그리고 주위 환경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통해 탐구해야 하
는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한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 학습내용선정이 교사중심으
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아동들로 하여금 그들의 흥미와 욕구로부터 주제를 선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 구성자 (Curriculum Builders)" 로서 학습동기 부여와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조장하도록 도와준다 (Laminack & Lawing, 1994, p.8). 또한, 이러한 교육과정 의사
결정에의 참여는 아동들로 하여금 “자기주도적 학습자 (Self-directed Learner)"로서 학습에 대한
책임감과 의사 결정력을 길러줄 수 있다.
소그룹 활동중심의 협동적인 수업은 또래 아동들끼리 의사소통, 아이디어의 제공, 의견교
환, 협상 등의 경험을 통해 Vygotsky(1978)가 학습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강조한 사회적 상호
작용과 비계설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아동 각자에게 의미 있고 적절한 프로젝
트의 탐구는 아동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미 있는 지식
구성을 하도록 유도해 줄 수 있다. 이는 단순 반복이나 암기 위주의 학습방법들을 통해 습득
한 지식들이 아동들의 이전 경험이나 지식들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혀지는 것과는
달리 보다 유의미한 형태로 오래 동안 지속될 수 있다(Street, 1993).
이러한 프로젝트의 장점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탐색하
고 많은 이론적 실제적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접근법이 유아들의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긍
정적인 효과를 밝혀주고 있다(신인숙, 2000; 이기현, 2000; 지옥정, 1998; 황옥자 & 강혜경,
1999). 프로젝트 접근법이 교사 주도적인 전통적 교육과정과 달리 아동 개개인의 독특한 사
고와 다양한 관심사들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아의 창의적 사고능력(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상상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최송림, 1998; 황옥자 & 강혜경,
1999). 구성주의적 관점에서는 학습을 주위 세계에 대한 탐색 그리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며 계속되는 새로운 경험 속에서 이전에 배운 내용들을 확대해 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의 적극적 상호작용은 프로젝트 수업에서도 마찬가
지로 적용되어 유아의 상호작용 능력, 문제 해결력, 학업성취, 사회, 정서발달, 그리고 수학적
사고능력 증진에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 보고되었다(안소영, 1996; 이기현, 2000; 지옥정,
1996).
전통적인 교사중심 수업의 부적절성에 대응하여 아동들의 발달에 적합한 질 높은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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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은

프로젝트 접근법을 프로그램에 적용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프로젝트 접근법이 현재의 주도적인 교육적 관점들인, 발달에 적합한 실제, 참 학습
(Authentic learning), 그리고 다양성을 강조하는 교육들과 일관성 있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 적용가능성이 유치원에서부터 고학년 아동들에게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교육 프로그램이나 장애아동들의 교육에까지도 확대하여 적용되
어 질 수 있다(Booth, 1997; Harris & Fuqua, 1996; Hartman & Eckerty, 1995).
미국유치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젝트 적용사례들을 보면 만 2세 이전이나 어린
나이(12개월-30개월; 24-40개월)의 유아들에게도 교사들의 주의깊은 아동행동관찰과 학부모의
참여, 발달수준에 적합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들의 전개를 통해 성공적으로 프로젝
트가 이루어 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치원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의 프로젝트 적
용사례들을 소개해 주고 있다(Booth, 1997; Harris & Fuqua, 1996; Hartman & Eckerty, 1995). 우
리나라에서도 열린교육을 통하여서 초등학교에 다양한 형태의 수업방식이 모색되는 가운데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하게 되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프로젝트 활용방법 탐색에 관한 연
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김대현, 1999; 서영숙, 이남정 & 안소영, 1996). 또한
Head Start 나 저소득층을 위한 보상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도 프로젝트 접근법을 적용
하고 있으며, 복합 연령집단과 다문화 집단으로 구성된 유치원과 초등교실에서도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했을 때 아동들의 문해 능력, 의사 소통력, 인지적 기능, 그리고 문제해결능력
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illespie, 2000; Gutwirth, 1997; McClow & Gillespie, 1998).
이는 프로젝트 접근법이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 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에까지 모두
가능한 교수 접근법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치원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 활용이 아동들에
게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경험이 초등학교에까지 미치
는 장기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만 4세 유치원
(Preschool) 아동들에게 프로젝트 접근법을 실시했을 때 이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한 후 학업성
취와 적응력 면에서 어떤 효과를 보여주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
제는 다음과 같다.

1. 4세 유치원(Preschool)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이 5세 유치원(Kindergarten) 아동들의
학업성취(언어, 읽기, 수학기능)와 학교적응력(학습태도, 교우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2. 4세 유치원(Preschool)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이 초등학교 1학년 아동들의 학업성
취와 학교적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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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문제 1의 대상은 미국의 일리노이 주 C 시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교 부설 유치원(Preschool Program)에서 1년간 프로젝트 접근법을 경험한 후 같은 도시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Kindergarten)에 입학한 아동 53명을 실험집단으로 하며 남아 33명 여아
20명으로 이루어 졌다. 동일 프로그램에 출석하였으나 이러한 수업경험을 갖지 못한 아동 37
명(남아 22명, 여아 15명)을 통제집단으로 연구하였다. 두 집단 아동들은 평균 만 4세 이었던
1996-1997 학년도(1996년 9월부터 1997년 5월까지)에 일년 동안 보상교육 프로그램에 출석하
였다. 실험집단 아동들은 프로젝트 접근법을 교육과정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교사들의 학
급에서 경험하였으며 통제집단 아동들은 이 프로그램에 출석하였으나 전통적인 단원 중심의
수업방식으로 교육받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프로젝트 수업방식과 단원중심의 수업방
식에 대한 판단기준은 연구자가 학급 교사들과의 면담과 교사들의 일과 운영 기록표 분석,
그리고 주기적인 수업관찰에 의해 이루어 졌다. 동일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문제 2를 조사
하였으나, 이사, 질병으로 인한 휴학, 특수학급으로 전출 등으로 인한 결손으로 인해 실험집
단 48명 통제집단 34명만 포함되어 졌다. 양 집단에 결손된 아동들의 수가 유사하기 때문에
(10% 미만) 그들의 학업성적 및 적응력에 관한 점수는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프로젝트 접근법 활용의 장기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 중 프
로젝트 접근법을 중심으로 수업 받은 아동들과 전통적인 단원중심의 수업방식으로 학습한
아동들로 분류하여 이들이 졸업한 후 5세 유치원(Kindergarten)과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
을 때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력에 관한 성적을 비교하였다.

2. 실험도구
아동들이 5세 유치원(Kindergarten)과 1학년에 입학한 후 이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상교육 프로그램에서 구성한 평가 기준 표를 이들 학교로 보낸 후 학급
교사가 완성하여 결과를 프로그램으로 다시 보고하였다. 연구대상 아동들이 다니고 있는 지
역의 각 초등교실의 교사들에게는 본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주제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
으며, 아동들이 4세 유치원(Preschool)에 다닐 때 프로젝트 경험의 유무에 대한 정보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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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았다. 교사들은 해마다 보상교육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해
참여했던 아동들의 초등학교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력을 추후 조사 (Follow-up)하기

위해서

보내는 평가표를 작성해 협조를 하고 있다. 교사들이 아동행동 평가 기준표 를 작성할 때는
주로 5세 유치원(Kindergarten)과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성적표와 교실행동의 관찰을 근거로 측
정하였다. 평가분야는 읽기 기능, 수학기능, 언어능력, 학교적응력으로 네 가지 영역이다. 아
동들의 학교 적응력은 학교나 교사 그리고 학업에 대한 태도 및 성향, 교우관계, 그리고 출
석율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고려하여 학급교사들이 결정하였다. 각 성취영역에
대한 평가기준은 Above average(아주잘함), Average(보통), Below Average (보통이하), Inadequate/
Failure(많이 부족함). 이러한 평가기준을 아주 잘함에 4점을, 보통에 3점을, 보통이하에 2점을,
그리고 많이 부족함에 1점을 주는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3. 연구절차
4세 유치원(Preschool) 프로그램에서 일년간 모범적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한 학급에서 수업한
아동들을 실험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전통적인 단원중심의 수업을 이끌어 가는 교실에서
경험한 아동들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여 추수연구를 위해 이들의 그룹동질성 검사를 실시하
였다. 동질성 검사를 위해서 입학직후 실시한 아동관찰 기록표 (Child Observation Record:
COR)에 나타난 두 집단 간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능력(언어, 수학적 사고기능, 사회성 을 비교
하였으나 t검증 결과 두 집단 아동들의 학업성취 능력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두 집단 아동들의 사전 학업능력에 관한 t - t e s t

실험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53

9.0

1.83

t

.28
통제집단

37

9.1

유의도

.78

1.81

두 집단의 사전 학업능력을 검사하기 위해 사용된 아동관찰 기록표(COR)는 High/Scope 교
육협회에서 2세 반부터 6세까지의 아동들을 위해 개발된(1992) 것이며, 수업과정 중에 학급
교사의 관찰로 이루어진다. 평가의 기본 철학이 NAEYC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발달에 적합
한 평가기준들과 부합한다는 점에서 아동들의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적합
하다고 볼 수 있다. 교사들은 COR 사용을 위해서 특별히 훈련과정을 거쳤으며 검사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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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지 수준으로 표준화되어 있다.

COR의 신뢰도는 .66에서 .93이었으며 타당도는 .37에서 .53 이었다(Schweinhart et al., 1993).
두 집단 아동들의 초등학교 입학 후 학업성취와 학교적응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이들이 5
세 유치원(kindergarten)에 입학한 1997년 9월 이후에, 그리고 초등학교 일학년이 된 1998년 9
월 이후에 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보낸
평가표를 작성해서 돌려보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해서 두 집단 아동들의 읽기 능력, 수학사고기능, 언어능력 그리고
전반적 학교 적응능력에 관한 성적들을 수집하여 SPS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유치원(Kindergarten)에서 의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적응력
연구를 위한 질문 1에서는 4세 유치원에서 1년간의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이 5세 유치원
(kindergarten)에 입학한 후 아동들의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검사결과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t-검증 결과가 < 표 2> 에 제시
되어 있다.

<표 2> 집단 간 학업성취와 적응력에 대한 t - t e s t

읽기능력

수학기능
언어

학교적응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48

2.88

.76

비교집단

34

2.47

.83

실험집단

48

2.60

.74

비교집단

34

2.56

.86

실험집단

48

3.27

.61

비교집단

34

2.24

.78

실험집단

48

3.02

.69

비교집단

34

2.50

.71

t

-2.29*

-.26

-6.74***

-3.31***
* p< .05

***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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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에 나타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읽기능력, 수학기능, 언어, 학교 적응력전반에 걸
쳐 실험집단 아동들이 비교집단 아동들에 비해 높은 평균을 보여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세 유치원 (Preschool)에서의 1년간의 프로젝트 학습
경험은 5세 유치원 (Kindergarten) 입학 후 아동들의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동들의 언어발달과 학교적응력에 있어서 두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아동들의 학업성취도와 학습적응력
연구문제 2에서는 4세 유치원(Preschool)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이 미치는 장기적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동들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학업성적과 적응력을 비교해 보았다.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한 t 검증 결과는 < 표 3> 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 아동들의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학업성취와 적응력 t - t es t

읽기능력

수학기능

언어
학교적응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실험집단

53

2.45

.82

비교집단

37

2.05

.74

실험집단

53

2.47

.72

비교집단

37

2.08

.92

실험집단

53

2.51

.72

비교집단

37

2.05

.81

실험집단

53

2.39

.72

비교집단

37

1.97

.64

t

-2.35*

-2.25*

-2.78**

-2.5*
* p< .05 ** p< .01

< 표 3> 을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의 학업성취 능력과 적응력을 살펴보면, 읽기와 언
어, 학교 적응력에서는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
으나, 수학사고 기능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프로젝
트 활동에 의한 수업방법은 아동들의 전반적인 학업성취와 학교 적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
지만 장기적으로 수학적 사고기능 향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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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취학전 유아들의 프로젝트 학습경험이 이들의 Kindergarten과 초등학교에서의 학
업성취와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초기보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치원에서 1년간 프로젝트 활동에 의한 수업을 제공받은 만 4세 아동들 중 초등
학교에 입학한

53명의 아동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프로그램에서 전통적인 단원중심의 수업

방식으로 학습한 아동 37명을 통제집단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아동들
의 프로젝트 접근법 경험이 이들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적응력(사회성, 수업태도, 학업에 관
한 성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록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르렀을 때 아동들의 수학사고 기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이들 성적을
합한 전체적인 학업 성취 면에서는 실험집단 아동들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초기 보상교육 프로그램에서의 프로젝트 학습경험은 취학 후 아동들
의 전반적인 학업성취나 학교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프로젝트 활동이 아동들의 학습준비도, 학습태도와 성향의 발달에 효과적이었다는 이
전 연구들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지옥정, 1996; 황옥자 & 강혜경, 1999).
이 연구를 통해 프로젝트 활동중심의 수업방법이 아동들의 언어기능과 학교 적응력에 강
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프로젝트 수업이 소그룹 활
동을 통해 상호작용적인 대화의 기회들을 제공하여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 Katz와 Chard(1989)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다. 유아기에 중요한
언어기능 발달의 지표들인

"의사소통능력, 표현력, 그리고 추론(reasoning)능력" 들이 이러한

기회들을 통하여 강화되어 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 접근법은 협동적인 그룹
활동과 비형식적인 학습 분위기 등을 통해 사회적 자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능, 예를 들면, 교우 관계 및 학습 태도 형성 등
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 그러나, 초등학교 1학년 시
기에 도달했을 때 수학사고 능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결과
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아동들이 4세 유치원 (Preschool)에서 프로젝트 활
동 중심의 수업을 받았지만 본 연구는 이들이 5세 유치원 (Kindergarten)을 입학해서 1년간 경
험한 학습과 수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이 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전 연구에서 이기현(2000)은 프로젝트 활동중심의 수업방법이 유아
들의 수학성취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데, 이는 프로젝트
접근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점과 효과적인 진행을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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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못한 점들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교사연수를 통하여서 프로
젝트 접근법의 효과적인 적용방법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프로젝트 접근법 활용의 단기적인 효과에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 연구결과가 프로젝트 접근법이 아동들의 발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주
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효과가 고학년까지 지속되는 지에 관한 계
속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교육과정에 프로젝트 수업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아동들의 뇌 기능 발달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력 결핍 등
과 같은 증세를 가진 특수아동들이나 학습 부진아의 교육에 효과적인 접근법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는 아동들의 흥미와 개인적 욕구들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의 강조로 인해서 이들
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에 있어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그리고 전체적인 동기부여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Baum, Renzulli & Hebert, 1994; Emerick,
1992).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 중 학습장애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에
게도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이 효과적임을 살펴볼 때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은 다양한 연
령과 다양한 유형의 아동들에게 모두 적합한 학습에 관한 접근법이라는 이전 연구결과들
(Booth, 1997; Harris & Fuqua, 1996; Hartman & Eckerty, 1995) 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그 동안 취학 전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제공하려
는 노력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Weikart & Larner, 1986). 특히 취학 후 심각한 학습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동들을 위한 초기
보상교육 프로그램(Head Start 나 Perry Preschool Project 등)들은 이들의 지적 성취와 사회적
적응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신의 교육이론과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들을 근거로 한 발달에 적
합한 실제, 놀이와 활동중심 통합교육과정들을 교육과정에 핵심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Consortium for longitudinal studies, 1983; Schweinhart, et. al., 1986). 우리나라에서도 빈곤으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교육적인 결핍을 막고 취학 전 아동들에게 많은 자극과 균등한 교육기회
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설립하였으며 유아교육 진흥법에 의거하여 전국에 새마을
유아원 설립을 추진하여 실행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어 탁아 서
비스 대상이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연구에 의하
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질적인 면에서나 가르쳐야할 내용 면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보고를 하고 있다(김미경, 1998).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
나라 보상교육 프로그램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교육과정에 프로젝트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제시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고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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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제한점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먼저 프로젝트 접근법 활용의 장기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아동들을 구성하였으나 시간의 경과로 인해 아동들의 전학, 질병으
로 인한 학년진급이 안된 아동, 특수학급에 배치된 아동들이 빠짐으로 인해 제한된 숫자의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연구의 일반화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두 집단 아동들의 학업성취와 학교적응력을 비교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제출한 평가
표는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기준들에 의해 교사들이 아동들의 성적표와 관찰내용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들의 실제 성취능력과는 달리 교사 개인적인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여러 학급의 교사들이 평가하였기 때문에 교사들간의 평가에 일관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 성적표에 근거한 것은 상당히 신뢰
할 만한 도구가 되는 것은 많은 중요한 교육적 의사결정(예를 들면 상급학교 진급)에 성적표
가 사용되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Marcon, 1992). 또 다른 제한점은 종속변인 즉 아동들의 초
등학교 학업성취와 적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이외에 다
른 요소들이 개입될 가능성에 대해서이다. 예를 들면, 비록 연구자가 통제집단 아동들을 프
로젝트 수업경험을 갖지 않은 아동들로 제한하였지만 이들이 가진 가정에서의 교육경험 그
리고 Kindergarten 과 초등학교에서의 학습경험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하여 유치원에서의 프로젝트 학습방법이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깊이 있
게 이해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아동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교실관찰 등과 같은 방법
을 사용한 질적 연구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미국 유치원과 초등학교상황
에서 프로젝트 접근법 활용에의 효과를 살펴보았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교육
적 여건이 차이나는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프로젝트 활동에 의한 수업방식이 미치는 장기
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 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치원(Preschool)에서의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은 아동들의 초등학교 적응력
을 길러주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보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프로젝트 접근법의 활용은 아동들의 취학 후 학습장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좋
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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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Project approach on children's later school
achievemet and adjustment

Ch u n g , Ch u n g h e e

This study examines long term effects of project approach on young children's school achievement
and overall adjustment. The experimental group consisted of 53 children who had experienced project
approach and the control group children had experienced traditional teaching method. Their scores
from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academic record and observation were compared to examine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between the children with project approach experience and those who had
no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treatment groups were existed in kindergarten and first
grade school achievement and adjustment. From the findings, we can conclude that the project
experience during preschool years can have a great effect on children's later school achievement and
adjust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