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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에서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에 대한 학습양식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프

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이 어떤 양식의 학습자에게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 신장에 더 효과적인지 검증하여, 학습자 중심 

교육 환경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04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Kolb의 자기보고식 검사지를 사용하여 분산

자, 융합자, 수렴자, 적응자 학습양식으로 분류하고, 4주간 12차시에 걸쳐 프로젝트 기반 수학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
습양식이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 향상에 효과를 나타내었다.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은 수렴자 학습양식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학적 태도의 세부요인에서는 수렴자 학습양식의 자신감, 목적의식 신장과 융합자 

학습양식의 흥미신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키워드: 프로젝트 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학습양식(Learning Style) 

I. 서론

 초등수학교육은 수학의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토대로 

탐구하고 추측하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수학적 사고력, 수학을 

이용하여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 수학적 지식과 방

법을 활용하여 실생활이나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

하는 문제 해결력, 수학의 유용성과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

력,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교수․학습 방법의 한 예로 제시한 프로젝트 기반학습

(Project Based Learning: PBL)은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가르치

는 내용과 범위에서 벗어나, 더 깊이 공부할 가치가 있는 내용, 특
별히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하여 학습자 스스로 자료를 찾고 의문을 

해결하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는 다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요즈음에는 단순히 프로젝

트 기반학습의 효과성을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프로젝트 기반학

습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인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 환경 변인, 학습전략 

변인, 학습자 변인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기반학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각 변인에 의한 향력이 밝혀지고 있다.  그 중, 
프로젝트 기반학습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에 관한 연구는 

적성, 지능, 선행학습 등의 능력 특성이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으

나, 최근에는 비능력 특성인 질적인 개인차에 관심을 두고 있다. 
비능력 특성인 학습양식(Learning Style)은 각 학습자가 교수․학
습과정에서 학습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적, 정의적, 심리적인 학습

방법들의 집합으로서 일정한 경향성을 가진 것들을 의미한다(김은

정, 1999). Kolb의 학습양식은 학습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처리하

는 방식을 기준으로 분산자, 융합자, 수렴자, 적응자로 분류한 것

으로, 인지적 요소인 정보처리유형과 정의적 요소인 교수․학습에 

대한 태도를 한 번에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하

여 학습양식에 따른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효과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첫째, ‘프로

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에서 학습양식이 학업성취도 향상에 효과

가 있는가?’ , 둘째,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에서 학습양식이 

수학적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는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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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교육적 효과

프로젝트 기반학습이 인지적, 정의적 역에 미치는 향을 중

심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학습 환경, 학습대상, 교과목의 종류를 

달리하여 운 하고 인지적, 정의적 역에서의 변화를 검증한 연

구들이 많다. 초등학교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적용한 과목은 사회, 
미술, 실과, 어, 과학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수학과를 적용

한 프로젝트 기반학습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 연역적이고 

논리적인 수학과의 학문특성상 교수학습 방법으로 강의식 방법을 

선호하고, 초등학생의 인지적 특성 상 주의집중 시간이 길지 않아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 프로그램의 운 이 쉽지 않아 이러한 현

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과 프로젝트 기반학습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초등학

교 수학과에도 적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학습 적용 시 인지적, 정의적 역에 향을 미치

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습 환경 변인, 학습전략 변인, 학습자 변

인 등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학습자 변인에 따른 효과성 연구를 

살펴보면 다중지능에 의해 구성된 학습 집단 간의 창의성 및 미술 

감상능력에 변화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 으며(김헌운, 2008), 자

기주도 학습력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 및 학습태도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자의 성격유형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학업성취도에 차이를 보 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이근호, 2008). 또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과

학과에 프로젝트 학습을 적용한 결과 Kolb의 학습양식에 따라 과

학지식, 과학적 태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과학에 대한 태도와 과

학탐구기능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이진희,2005).  

2. 학습양식의 교육적 효과

학습양식은 교수자에게 학습자 특성에 대한 좋은 정보를 제공

하며, 교수방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학습양식 연구는 현실적인 필요와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로 학습양식 판별도구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학습양식에 따른 프로젝트 기반학습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므로 인지적, 정의적 특성

을 반 한 정보처리방식과 정보지각방식에 의해 학습양식 유형을 

결정한 Kolb의 학습양식 검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Kolb(1984)는 

학습과정을 정보지각과 정보처리의 두 역으로 구분하 다. 정보

지각 역은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경험하며 우뇌에 의존하는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CE)과 개념적 해석과 표현을 

통하여 경험을 인식하는 추상적 개념(Abstract Conceptualization: 
AC)으로 나뉜다. 정보처리 역 역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반
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RO)에서 학습자는 현재의 정

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숙고하여 정보를 처리하며, 활동적 실험

(Active Experimentation: AE)에서는 현재의 정보나 그 주변 환

경을 처리하는 것보다 그것을 조작하는 과정을 강조하여 처리한다. 
효과적인 학습자의 경우 4단계의 학습과정을 모두 거치는 경향

을 보이나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특정 역이 지배적으로 발전하며 

이에 따라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구체적 경험(CE)을 통해 지각하

는 학습자는 구체적인 경험을 중시하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이며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느낌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추상적 개

념(AC)의 특성을 보이는 학습자는 사고, 논리, 지식에 의존하며 

체계적인 계획을 토대로 이성적 상황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반성적 관찰(RO)을 통해 정보를 처리하는 학습자는 지각한 학습

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의사결정 이전에 주의 깊게 관찰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사고하여 객관적이며 자신의 사고와 느낌

을 중시한다. 활동적 실험(AE)형의 학습자는 직접적인 행동을 통

한 학습을 중시하고, 문제에 대한 실제적 접근과 실험을 시도한다. 
기술적 과제를 선호하고 자신의 향이 결과에 드러나는 것에 가

치를 둔다. 
Kolb의 학습양식의 분류는 여러 논문에 적용되어 학습양식에 

따른 인지적, 정의적 역의 효과성 차이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학습양식에 따른 인지적 역의 효과성을 연구한 논문을 살펴보

면, 초등학생의 학습양식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사

회, 수학과에서 학습양식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오금

석, 2003). 그러나 학습양식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유의미가 차이

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권희주, 2000). 이러한 연구결과

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교과특성에 대한 변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Kolb의 학습양식이 정의적 역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는 학습양식별 효과성의 차

이가 드러나고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과에 프로젝트 학

습을 적용하여 학습양식별로 과학적 태도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이진희, 2005). 학습양식에 따른 인지적 역의 

효과성 차이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 온 만큼, 정의적 역

의 효과성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I. 본론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에서 학습양식이 초등학

생의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에게 학습양식 검사를 실시하여 개별 학습

양식을 파악한 후, 사전 학업성취도 검사와 수학적 태도 검사를 실

시하 다. 프로젝트 기반 수학교육을 실시한 후, 사후 학업성취도 

검사와 수학적 태도 검사를 실시하 다. 학습양식 간의 학업성취

도 차이여부를 확인하고 집단 간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비교하여 

효과성의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분석하 다. 수학적 태도 평가는 

학습양식 간의 수학적 태도의 차이여부를 확인하고, 수학적 태도

의 하위 역과 세부요인에 대한 학습양식 간의 효과성 차이여부도 

확인하 다. 효과성의 차이가 나타난 세부요인은 차이가 나타난 

집단을 분석하 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학습양식이며 종속변인

은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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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실시한 후, 네 가지 학습양식의 학업성취

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

다. 분석한 결과는 <표1> 같다.

표 1. 학습양식별 학업성취도 차이 분석

Table 1. Analysis of learning style differences in achievement

학습

양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분산자 21 75.26 11.67

3.685* .031
융합자 22 78.37 13.46

수렴자 33 79.78 13.93

적응자 28 76.81 16.51

                                                           *p< .05

네 집단의 사후 학업성취도 평균은 수렴자 집단이 가장 높게 나

타 나타났으며, 네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즉,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에서 학습양식에 따라 학업성취도

에 차이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어떤 학습양식 간에 학업성취도에 

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é)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학습양식별 학업성취도 차이 사후검증

Table 2. Scheffé analysis of learning style differences in 

achievement

학습

양식
분산자 융합자 수렴자 적응자

분산자

융합자 .187

수렴자 .021* .890

적응자 .933 .044* .234

  

                                                          *p< .05

학업성취도에서 수렴자와 분산자, 융합자와 적응자간에 유의미

한 평균의 차이를 보 다. 즉,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이 분산

자보다는 수렴자 학습양식에, 적응자보다는 융합자 학습양식에 효

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실시한 후, 네 가지 학습양식의 수학적 태

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

다.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학습양식별 수학적 태도 차이 분석

Table 3. Analysis of learning style differences in mathematical 

attitude

학습

양식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F

유의

확률

분산자 21 146.22 27.53

2.018* .048
융합자 22 154.05 34.67

수렴자 33 152.61 24.85

적응자 28 141.47 20.10

                                                          *p< .05

네 집단의 사후 수학적 태도의 평균은 융합자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네 집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 다. 즉,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에서 학습양식에 따라 수학적 태도에 

차이를 보 음을 알 수 있다. 
수학적 태도의 세부요인 중 학습양식 간에 차이가 있다고 밝혀

진 수학적 태도의 세부요인인 자신감, 흥미, 목적의식에 대해 어떤 

학습양식 간에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사후검증

(Scheffé)을 실시하 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학습양식별 수학적 태도 세부요인 차이 사후 검증

Table 4. Scheffé analysis of learning style differences in  

mathematical attitude detail factors.

세부

요인
분산자 융합자 수렴자 적응자

자신감
.602

.898 .049*

.197 .746 .027*

흥미
.006**

.201 .376

.517 .062 .931

목적

의식

.280

.107 .812

.592 .094 .031*

                                                 *p< .05, **p< .01

수학적 태도의 세부요인 중 자신감 역에서는 수렴자와 융합

자(p=.049), 수렴자와 적응자(p=.027)간에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

를 보 다. 흥미 역에서는 융합자와 분산자(p=.006)간에, 목적

의식 역에서는 적응자와 수렴자(p=.031)간에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를 보 다. 이는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이 수학적 태도

의 세부요인 중 자신감 신장은 융합자와 적응자보다는 수렴자 학

습양식에게, 흥미 신장에는 분산자보다는 융합자 학습양식에게, 
목적의식 신장에는 적응자보다는 수렴자 학습양식에게 더 효과적

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

다. 첫째,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에서 학습양식이 학업성취

도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수렴자 학습양식의 학업성취도 향

상에 효과적일 수 있다. 둘째, 프로젝트 기반 초등수학교육에서 학

습양식이 수학적 태도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수렴자 학습양식의 

자신감, 목적의식 신장과 융합자 학습양식의 흥미 신장에 효과적

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기반 초등 수학교육에서는 학습양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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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산자나 적응자보다는 수렴형이나 융합형인 학습자에게 학

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분산자와 적응자인 학습자에게 프로젝트 기반학습을 적용할 

때에는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를 촉진하도록 개인적 특성을 고

려한 교사의 개별적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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