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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무기화학 수업에 적용한 웹기반 즉각적 대응 수업전략 (JiTT) 이 학생들의 학 

업 성취도와 학습관련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JiTT 수업처치를 받은 2007년 

무기화학 수강생 34명을, 비교집단은 같은 교수자가 일반적인 강의법으로 수업한 2006년 무기화학 수강생 34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두 집단에 모두 학업 성취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JiTT 수업처치를 받 

은 실험집단에만 학습관련 태도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JiTT 수 

업전략의 적용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향상에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p>.05). 둘째, JiTT 수업처치에 의 

한 학습관련 태도에서 나타난 변화로는, 중요한 화학 개념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 향상과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태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p<.05). 또한 학생들은 온라인퀴즈 풀이에 대해 긍정적인 반 

응을 보였고, 다른 수업에 비해 강의 전에 더 자주 교재를 읽는 등, 수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학 

업 성취도와 학업 자신감,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05), 학업성취 

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학업 자신감으로 나타났다代.494).

주제어: 즉각적 대응 수업전략, 브렌디드 러닝, 웹 기반 학습, 학생 중심 수업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web-based JiTT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learning- 
related attitude in the inorganic chemistry course. The experimental group was 34 students treated to JiTT in 2007 
and the comparison group was 34 students treated to the general lecture by the same instructor in 2006. Both 
groups took the pre- and post- achievement test and the experiment group had additional attitude surveys such as 
learning confidence, effective learning method, and learning satisfaction on the JiT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ademic achievement(p>.05). Second, there was improvement on 
the learning confidence that can visualize the chemistry concepts and on the effectiveness of studying by one- 
self(p<.05). Students treated to JiTT answered that the web assignments were helpful and became read textbook 
more frequently before the class. Thir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learning con
fidence, and the learning satisfaction were recognized(p<.05). The learning confidence was the most potent influ
ence on the academic achievement(#=.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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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대학교 전공수업에서 교수자는 학습 

양식, 선행 지식 및 학습 태도 등과 같은 다양한 학 

습자의 개인차 때문에, 수강대상 학생들의 지적 요 

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자 

연과학 분야의 전공 수업은 한정된 수업 시간에 많 

은 양의 전공 지식을 다루어야 하는 특성 때문에 일 

반적인 강의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결 

과 학생들은 수업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 

생 중심 수업이 제안되고 있다. 그 중 자연과학 분야 

에서 제안된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은 다음과 같 

다. 수업 전 미리 과제를 제시하여 예습을 유도하는 

방법,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동영상과 같은 멀티미 

디어를 활용하는 방법,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 협동학습을 강조하는 방법, 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 실험과 강의를 혼합하는 방 

법 등이 있다.7

즉각적 대응 수업전략 (Just-in-Time Teaching, JiTT) 
은 일반물리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Novak과 Patterson6 
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된 학생 중심 교수-학습 방법 

이다. JiTT 수업전략은 다양한 배경, 흥미, 능력, 관 

점을 가진 학습자들에게 개별화 수업 환경을 제공하 

여, 학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Chickering 등，。］ 제시한，대학교 

교육에서 좋은 수업이 되기 위한 원칙’을 고려하여, 
Novak이 제시한 JiTT 수업전략의 3가지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생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교실 수업의 효율성을 최대화한다. 둘째, 최대의 수 

업 효과를 얻기 위하여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는 학 

생들의 학습 시간을 구조화시킨다. 셋째, 협동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 

시킨다.
웹기반 자료를 활용한 JiTT 수업 방식은 다음과 같 

다. 먼저,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까지 웹상에서 온라 

인퀴즈를 풀고 답을 제출하면, 교수자는 학생들의 응 

답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구성한다. JiTT 수업전 

략의 핵심은 매 수업마다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한다 

는 점에 있다. 즉, 상호작용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지 

는 온라인 퀴즈 결과가 교실 안 수업 절차나 내용 구 

성에 즉각적으로 반영되므로, 즉각적인 피드백 고리’ 

가 형성되는 과정을 뜻한다.8 Novak 등에 의해 제안 

된 웹기반 JiTT 온라인퀴즈는，예습문제(WarmUp)’, 
，복습문제 (Puzzle)’, 실생활 응용문제 (GoodFor)’인 3 
단계로 구성되어있다. 우선, 예습문제는 학생들에게 

수업 전에 교재를 읽어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선개념이나 오개념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 수업 후 풀게 되 

는 복습문제는 수업에서 다룬 주제를 마무리하는 문 

제로서 여러 개념들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교과과정 외 주제를 도입하기 위해 개 

발된 실생활 응용문제는，화학이 어디에 유용할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실생활 내 

용이나 응용분야에 대한 최근의 뉴스기사, 웹 자료 

등의 읽을거리로 제공된다.6
최근 JiTT 수업전략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이스라 

엘 등 100 여개 대학교에서 물리학뿐만 아니라 생물 

학, 화학, 수학, 천문학, 미술사, 경제학, 사회학, 철 

학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에 적용되고 있으며, JiTT 
관련 연구들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미국 과 

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JiTT 공식 웹 사이트,"에는 

JiTT 수업전략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실시 방법 등과 

함께 온라인퀴즈 예시 문제들이 소개되고 있다. 미국 

과학 재단의 지원을 받는 PKAL(Project KALeidoscope) 
사업에서는 JiTT 수업전략을 과학의 전분야로 확대 

시키기 위하여 JiTT Chautauqua Short Courses를 개 

최 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서는 JiTT 수업전략의 소 

개는 물론 JiTT 적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화된 전공 지식을 다루는 대학교 

무기화학 수업에 웹기반 JiTT 수업전략을 적용한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생들의 학업 자신감, 효 

과적인 학습방법 및 수업 만족도와 같은 학습관련 태 

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서 무기화학을 수강한 학생들이다. JiTT를 처치한 실 

험집단은 2007년 무기화학 수강생 34명이며, 비교집 

단은 2006년 같은 교수자가 같은 교재,2로 일반적인 

강의법으로 강의한 무기화학 수강생 34명으로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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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검사지. 학업성취도 검사지는 한 학기 

동안 실시한 3번의 평가지로 대체하였다. 각 평가지 

는 기본개념의 이해와 응용 문제로 구성되었다. 1차 

시험은 학업성취도의 사전검사로 2차, 3차 시험은 사 

후검사로 사용하였다. 1차 시험에 해당하는 단원은 

원자구조와 주기율표, 대칭과 군론의 소개, 분자궤도 

함수론이고, 2차 시험에 해당하는 단원은 공유결합 

과 결합 에너지, 분자의 모양과 극성, 이온 결합과 고 

체 상태이며, 3차 시험에 해당하는 단원은 원소의 존 

재, 분포 그리고 구조, 2차 화학 상호작용, 전자이동: 산 

화환원 반응 단원이다. 비교집단과 실험집단 모두 동 

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온라인퀴즈 검사지. JiTT 수업에 사용한 온라인퀴 

즈 검사지 문항들은 각 단원별로 복습문제 2~5문항 

과 예습문제 3~9문항으로 자체 개발하였다」3 개발 

시에는 화학 오개념에 관한 선행 연구*M 미국 화학 

학회의 화학교육 분과 사이트, 일반화학 교재 UJ8 및 

무기화학 교재，기를 참고하였다. 예습문제는 기본개 

념의 이해, 오개념과 동기유발을 중심으로, 복습문제 

는 개념의 응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각 온라인 

퀴즈 마지막 부분에서는 특별히 혼동되는 문제나 개 

념에 대한 질문과 특별히 궁금한 주제에 대한 질문 

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온라인퀴즈 문제는 즉각 

적인 피드백을 주기 쉬운 장점을 가진 객관식 문제 

와 단답형 문제로 구성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JiTT 
수업전략을 활용한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 

록 동기화하기 위하여 온라인퀴즈 참여율을 학기말 

성적에 반영하였다. 이 검사지 문항들은 과학교육 전 

문가 2인으로부터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았다.
학업자신감 검사지. JiTT 수업전략의 적용 후 학업 

에 대한 자신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학업자신감 

검사지는 Cole、의 검사지를 번역•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원 검사지의 10 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한 6 문 

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중요한 화학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Q1), 화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다(Q2), 중요한 화 

학개념을 가시화할 수 있다 (Q3), 화학지식을 실제세 

계에 적용할 수 있다(Q4), 다른 과학영역을 이해할 

수 있다(Q5), 이번 수업에서 성공할 수 있다(Q6). 각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 

의 내적 신뢰도(Cronbah's a)는 사전 검사에서 .664, 
사후 검사에서 .892로 나타났다.

2008, Vol. 52, No. 6

효과적인 학습방법 검사지. JiTT 수업방법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효과적인 학습방 

법 검사지는 CoM의 검사지를 번역 수정하여 사용하 

였다. 원 검사지의 8 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한 6 문 

항으로 재구성하였다: 혼자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Q1), 수업시간에 교수자와 토의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Q2), 친구들과 토의하는 것은 효 

과적인 방법이다(Q3), 컴퓨터 기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Q4), 교재의 연습문제를 푸 

는 것 (Q5), 교재를 읽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Q6). 
각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지의 내적 신뢰도 (Cronbah's a)는 사전 검사에서 .619, 
사후 검사에서 .693으로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 검사지. JiTT 수업전략을 적용한 수업 

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Collard20 
와 Slunf의 JiTT 수업에 대한 설문지를 번역수정하 

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객관 

식 8 문항과, 수업전략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서술 

하도록 하는 주관식 1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 

라인퀴즈 복습문제 풀이가 지난 강의내용 이해에 도 

움이 되었다 (Q1), 온라인퀴즈 예습문제 풀이가 다음 

강의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Q2), 수업시간에 온 

라인퀴즈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것이 강의내용 이해 

에 도움이 되었다(Q3), 온라인퀴즈 정답이 문제를 푼 

직후에 제공되지 않고 수업시간에 제공되었다면 강 

의내용 이해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Q4), 온라 

인퀴즈에 대해 친구들과 의논한 적이 있다 (Q5), 온 

라인퀴즈를 풀기위해 강의 전에 다른 강의에 비해 더 

자주 교재를 읽었다(Q6), 온라인퀴즈 예습문제가 깊 

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면 강의내용 이해에 더 도 

움이 되었을 것이다(Q7), 온라인퀴즈 복습문제의 수 

가 더 많았다면 강의내용 이해에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Q8), 수업전략이 어떻게 개선되면 강의내용 

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지 적어 주세요 (Q9). Q1~Q3 
문항은 답을 선택하고 그 답에 대한 이유를 서술하 

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검사지의 내적 신뢰 

도 (Cronbah's a)는 .515로 나타났다.
컴퓨터 사용에 대한 태도 검사지. 컴퓨터 사용에 대 

한 태도 검사지는 학생들이 컴퓨터라는 매체를 사용 

하는 활동 자체에 편안함을 느끼는지와 컴퓨터를 활 

용하여 온라인퀴즈를 푸는 과정이 편안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컴퓨터 사용에 대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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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검사지는 Leeson 의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이 검사지는 총 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Q1), 
컴퓨터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Q2),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퀴즈를 푸는 

것에 편안함을 느낀다 (Q3), 온라인퀴즈를 다 풀고 앞 

으로 돌아가서 답을 검산하는 과정 에 불편한 점이 없 

었다 (Q4). 각 문항은 5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 

다. 이 검사지의 내적 신뢰도 (Cronbah's a)는 .714로 

나타났다.

JiTT 수업전략 개발 및 적용

본 연구는 무기화학 수강생들에게 웹기반 JiTT 수 

업전략을 한 학기 동안 실험집단에 적용하였으며, 이 

러한 수업 전략은 Novak 등6의 JiTT 수업전략 모델 

을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모델을 사용하였다. Novak 
등6의 JiTT 수업전략 모델 수정 보완 시, 일반적인 강 

의식 수업 방식의 큰 변화 없이 학생들의 온라인퀴 

즈 응답을 토대로 수업 내용을 조정하여 실시한다’ 는 

핵심적인 기본전략을 유지하였다. 실험집단에 실시 

한 온라인퀴즈는 학업 성취도 1차 시험 직 후부터 매 

단원의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제공해 주었다. 온라 

인퀴즈는 사이버 캠퍼스23에 접속한 순간부터 80분 

간 제한된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각 단원에 대해 1 
회씩 총 7회의 온라인퀴즈를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퀴즈 정답은 퀴즈 시간이 끝난 후 사이버캠퍼스를 통 

해 제공해 주었다. JiTT 수업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 

다. 우선, 각 단원 수업 시작 전, 10여분 동안 온라인 

퀴즈 예습문제를 함께 풀며 토론을 한다. 각 단원 수 

업을 마친 후, 10여분 동안 온라인퀴즈 복습문제를 

함께 풀며 토론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그 

외 나머지 시간은 주로 강의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 적용한 JiTT 수업전략의 전반적인 피드백 절차 

는 Fig. 1과 같다.

Fig. 1. Feedback process of the JiTT.

연구 결과 및 논의

JiTT 수업전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 JiTT 수업전략의 적용으 

로 인한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검사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한 학기 수업 동 

안 학업성취도 검사는 비교집단과 실험집단에서 동 

일한 검사지를 사용하여 3번 치러졌다. 학업성취도 

의 사전검사는 1차 시험 점수를, 1차, 2차 사후검사 

는 2차, 3차 시험 점수를, 그리고 전체 사후검사는 1 
차, 2차 사후검사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도의 전체 사후검사의 교정평균은 비교집 

단 (74.9) 이 실험집단 (74.3)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JiTT 수업전략을 일반화학과 유기화학개론 

강의에 적용한 Slunt 등긔의 연구와 일반화학 강의에 

적용한 Chambers 등24의 연구에서는 학업 성취도의 

향상이 나타난 반면, 지구과학 수업 에 적용한 Linneman 
등25의 연구에서는 비교집단보다 실험집단이 더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 

다 (p>.05).
학업성취도의 1차, 2차 사후검사에서도 교정평균 

은 비교집단 (79.8, 70.0) 이 실험집단 (79.4, 69.3)보다 

약간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 

Table 1. Results of the academic achievement test

Experimental (n=34) Comparison (n=34) ANCOVA
M SD Adj.M M SD Adj.M F p

pre-test 68.1 15.1 , 73.8 12.0 , , ,
1st post-test 78.4 9.4 79.4 80.7 8.1 79.8 .042 .838

2nd post-test 68.4 13.6 69.3 70.8 9.7 70.0 .058 .811
total post-test 73.4 10.2 74.3 75.8 8.2 74.9 .066 .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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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p>.05). 1차 사후검사에서 2차 사후검사보다 비 

교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에서 점수향상 폭이 크게 나 

타났는데, 이것은 단원의 특성에 따른 차이로 해석 

할 수 있다.
1차 사후평가 단원의 특징은 물리화학의 기초이론 

을 바탕으로 화학결합에 대한 수리적 개념 이해와 분 

자구조에 대한 공간지각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평 

가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념 이해가 학업성취도 

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JiTT 수업전략을 통해 

웹기반 학습에 의한 화합물의 도식적 표상을 수업 전 

에 미리 접하고 수업 후에 내면화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화학개념이 잘형성되어 1차 사후검사 

에서 점수향상의 폭이 2차 사후검사에서 보다 더 크 

게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차 사후 검사에서 

주로 다루는 무기화학 내용은 이미 일반화학 수업에 

서 기초 개념이 습득된 상태이므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지식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JiTT 수업적용으로 인한 학업 성취도 

의 유의미한 향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원인은 온 

라인퀴즈 점수의 성적 반영여부와 JiTT 수업 적용 과 

목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온라인 퀴즈 점수의 

성적 반영 여부 부분에서,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는 온라인 퀴즈의 참여율과 함께 온라인 퀴즈 점수 

를 학업 성적에 반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온라 

인 퀴즈의 참여율만을 학업 성적에 반영하였다. 온 

라인 퀴즈 점수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 온라인 퀴즈 

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지만, 
반면 학생들이 온라인 퀴즈에 소극적으로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기화학은 일반화학이나 유기 

화학개론 수업과는 달리, 그동안 접하지 못했던 새 

롭고 어려운 개념이 많다는 이유도 JiTT에 의한 학 

업 성취도의 향상이 나타나지 않은 원인으로 예상된다.

JiTT 수업전락이 학습관련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학업자신감에 미치는 효고卜. 실험집단에 JiTT 수업 

전략을 적용한 후,，학업에 대한 자신감’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위 한 검 사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학업자신감을 측정한 전체 문항 (Q1~Q7) 에 대한 대 

응표본의 t-검증 결과, 사후검사 평균(22.1)은 사전검 

사 평균 (21.1)보다 약간 높았으나, 이러한 JiTT 수업 

처치 효과는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문항별 대응표본 t-검증결과에서,，화학개념

Table 2. Results of the learning confidence test

Pre-test Post-test
t PM SD M SD

Total 21.1 2.9 22.1 4.1 1.479 .154
Q3 2.6 .6 3.2 .8 3.480 .002*

p<.05

을 가시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Q3)’는 문항 

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정보처리 이론에 따르면 학생들의 개념학습은 정보 

의 인식, 정보의 처리, 정보의 저장 및 인출의 과정 

을 거쳐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JiTT 수 

업전략은 학생들이 자신의 학습 선호도에 따라서 온 

라인 퀴즈를 통해 정보를 시각적, 언어적, 수리적 표 

상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러한 다양한 표상들 간에 상호 전환의 기회를 제 

공하였다. 또한, 교수자는 온라인퀴즈의 응답을 분석 

하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선개념과 오개념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미분화된 학생들의 선개념을 

분화시키고, 오개념은 과학자적 개념으로 변화되도 

록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실시한 JiTT 수업결과, 학생들은 자신이 파 

지하고 있는 화학개념을 다양하게 표상하고 가시화 

하는데 자신감을 보이며, 이러한 자신감이 학생들의 

화학 개념형성으로 연결되어 학업 성취도의 차이를 

좁히게 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는 각 

단원별 온라인퀴즈를 통해 전 단원의 중요한 화학 개 

념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다음 단원의 중요한 화 

학 개념들은 미리 접하게 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과 

정에서 본시 수업 중 화학 개념들을 친숙하게 여기 

게 되었고, 그 결과 화학 개념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 

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수업만족도 검사지 

에서 전혀 모르는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교재를 들춰보게 되어 수업 때에는 생소하던 개 

념을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예습문제를 통 

해 무슨 내용을 배우는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수업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었다.’ 등으로 답에 대한 이 

유를 서술한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효과적인 학습방법에 미치는 효고卜. 실험집단에 JiTT 

수업처치를 한 후，학업을 수행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습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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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he effective learning method test.

Pre-test Post-test
t PM SD M SD

Total 22.1 2.8 22.6 2.6 .686 .500
Q1 3.2 .9 3.7 .9 2.421 .024*
Q4 3.9 .9 3.3 .7 -2.510 .020*

p<.05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측정한 전체 문항 (Q1~Q6) 에 

대한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사후검사 평균 (22.6) 이 사 

전검사 평균(22.1)보다 약간 높았으나, JiTT 수업처 

치로 인한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05). 문항별 대응표본 t-검증 결과에서 혼자 스 

스로 공부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Q1)’와 컴퓨 

터 기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이다 

(Q4)’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p<.05).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온라인퀴즈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교재를 읽고, 각종 참고자료를 찾 

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태도가 

길러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컴퓨터 기반 자 

료의 활용성에 대한 물음인 Q4의 응답결과에서 부 

정적인 반응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이버 캠퍼스 a 

에서 제시한 온라인 퀴즈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과 같은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컴퓨터 기반 

학습에 익숙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컴퓨터 기반 학습에 대한 정신적 안정감 

(Psychological stability)을 검사하였다.
온라인퀴즈를 푸는 동안 컴퓨터 사용에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시한 검사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각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 결 

과, 학생들은 컴퓨터를 사용하는 활동자체에 대하여 

는 편안함을 느끼지만(Q1, 52%), 컴퓨터를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 (Q2, 42%), 컴퓨터를 사용하여 

온라인 퀴즈를 푸는 과정 (Q3, 55%), 그리고 온라인 

퀴즈 답을 검산하는 과정은 약간 불편하게 느끼는 것 

(Q4, 45%)으로 나타났다.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고 k JiTT 수업처치 후 학 

생들의，수업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검사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수업 만족도를 측정한 전체 문항 (Q1~Q8) 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온라인퀴즈의 복습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지난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Q1)’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향(24%)을 나타 

내었다.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에 대해，수업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잘 알고 있다 

는 자신감이 생긴다’, 모르는 개념을 확인할 수 있 

Table 4. Psychological Stability(Attitude) on using computer.

Question
Strongly agree Agree

Respons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M串 SD

Q1 10 42 32 3 13 3.3 1.1
Q2 3 23 32 36 6 2.8 1.0
Q3 3 13 29 48 7 2.6 .9
Q4 0 16 39 35 10 2.6 .9

*M and SD scores based on a 5-item Likert scale.

Table 5. Results of the learning satisfaction test.

Question
Response(%)

M* SD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Q1 3 21 70 6 0 3.2 .6
Q2 0 16 61 23 0 2.9 .6
Q3 0 61 39 0 0 3.6 .5

Q4** 3 7 32 48 10 2.5 .9
Q5 0 52 33 10 5 3.3 .9
Q6 3 29 42 26 0 3.1 .8

Q广 0 7 23 64 6 2.3 .7
Q8** 3 42 23 29 3 3.1 1.0

*M and SD scores based on a 5-item Likert scale. **Negative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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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좋았다’등에 대한 응답이 있었다. 이에 반해 

，온라인퀴즈의 예습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다음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Q2)’ 문항에 대해 

서는 약간 부정적인 경향(23%)이 나타났다. 그 이유 

로，앞으로 배울 단원의 새로운 개념이나 용어에 대 

해 간단한 물음만 해 주었으면 좋겠다’,，제대로 알 

지 못하는 내용이라 다소 생소하게 느껴져 도움이 되 

지 않았다'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온라인퀴즈 예습 

문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면 강의 내용을 이 

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Q7)' 문항에 대 

해서는 부정적인 경향(70%)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예습문제는 현재보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능하면 보다 쉽게 선행지 

식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수업시간 

동안 온라인퀴즈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는 것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Q3)'에 대해 긍정 

적(61%) 의견을 표명했다. 그 이유로，잘못 생각하고 

있던 개념들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혼자 해 

결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 교수님의 피드백이 제공 

되어서 좋았다'.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화 

학개론 수업에서 JiTT를 처치한 Slunt 등”의 연구에 

서 동일한 질문에 대해 96%가，그렇다'에 응답한 경 

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피드백의 적정 시기에 관한，온라인 퀴즈 답이 문 

제를 푼 직후에 제공되지 않고 수업 시간에 제공되 

었다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었을 것 

이다 (Q4)'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58%의 학생들이 

문제를 푼 직후 피드백의 제공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드백의 즉시성 여부의 효 

과성에 대한 Kulik 등財의 연구에서 시간을 두고 피 

드백을 하는 것보다 퀴즈 문제를 푼 직후에 피드백 

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Kulhavy28는 즉시성과는 반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개념을 의미 있게 구성할 충분한 시간이 주 

어져야 피드백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하면서, 시간 

을 두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이와 같은 피드백의 즉시성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 간에 계속되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피드 

백 자체의 효과성은 인정되고 있다.
온라인퀴즈에서 동료들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온 

라인퀴즈에 대해 친구들과 의논을 한 적이 있다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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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에서 70% 이상이 ，그렇다'로 응답하였다. 이것 

은 온라인퀴즈를 통해 학생들 간의 원활한 상호작용 

으로 인한 사전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긍정적임을 보 

여주었다.
또한，친구들과 의논한 적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 

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경향(52%)을 보였으며, 많 

은 학생들이 온라인퀴즈를 통해 친구들과 의견을 교 

환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의 활용에 관한 응답 결과, 다른 강의에 비해 

교재를 더 자주 읽은 학생(Q6)이 응답자의 32%에 해 

당하였다. 즉, JiTT 수업전략은 학생들에게 정기적으 

로 교재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Collard 
등2。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질문에 대해，그렇다'가 

78%로 나타났고, 교재를 더 자주 읽은 이유로는 ，온 

라인퀴즈를 풀기 위해서 '라고 88%가 대답했다. Marrs 
등8은 JiTT를 처치한 수업에서 학생들의 25%가 다른 

수업에 비해 교재를 더 자주 읽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JiTT 수업이 온라인퀴즈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 

재를 읽을 수 있는 구조화된 동기를 제공해 줌으로 

서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 준비된 상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46%의 학 

생들은 온라인퀴즈의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에 해당 

하는 부분만을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JiTT 수업 

전략에는 학생들에게 교재를 읽도록 구조화된 동기 

를 제공하는 장점과, 온라인 퀴즈에 해당하는 부분 

만을 읽게 하는 단점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 

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JiTT 수업전략에 Collard 등20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바처럼 온라인퀴즈와 함께 다 

음 강의 내용의 읽기 자료를 지정해 주는 방법을 병 

용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업 성취도와 JiTT 흐습전략의 변인들(학업 자신감 

효과적인 학습방법, 수업 만족도, 온라인퀴즈 참여도) 
사이의 상관관계

실험집단의 학업 성취도, 학업 자신감, 효과적인 학 

습방법, 수업 만족도, 온라인퀴즈 참여도 사이의 상 

관관계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JiTT 수업전략을 적용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업 자신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r=.525, p<.05). JiTT 수업처치에서는 학 

생들의 오개념을 미리 파악하여 과학자적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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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s among the academic achievement, the learning confidence, the effective learning method, the learning sat
isfaction, and the participation on online quiz.

Variable Academic 
achievement

Learning 
confidence

Effective learning 
method

Learning 
satisfaction

Participation on 
onlinequiz

Academic achievement • • - - -

Learning confidence
r .525
p .044*

• • • •

Effective learning method
r .235 r .304

• •
p .193 p .458
r -.415 r -.152 r .196

Learning satisfaction
p .049* p .512 p .396

• •

r .029 r -.137 r .549 r .435
Participation on onlinequiz

p .867 p .492 p .021 p .038* •

泌.05

변화되도록 수업을 실시하고, 특히 어려워하는 개 

념이나 주제에 대해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수 

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JiTT 수업처치에 의해 

형성된 화학 개념에 대한 자신감이 학업 성취도에 

잘 반영되어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학업 성취도와 JiTT 수업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415, 
p<.05). 즉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JiTT 수업 

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수업 

만족도 조사에서 피드백에 관한 응답(Q4, Table 5)을 

학업 성취도의 평균을 기준으로 상위집단과 하위집 

단으로 나누어 비교해 본 결과, 온라인퀴즈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이 상위 

집단에서는 11.1%, 하위집단에서는 27.8%로 나타났 

다. 학업 성취도 상위집단에서는 온라인퀴즈에서 즉 

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수업시간에 피드백을 

받는 것을 선호하고, 하위집단에서는 JiTT 의 온라인 

퀴즈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이 

JiTT 수업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즉 

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퀴즈를 선호하 

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웹 

기반 멀티미디어 과제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성에 대 

한 Cole 등4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들 

은 컴퓨터를 활용한 온라인퀴즈보다 인쇄매체의 과 

제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을 더 선호하고, 반면에 학 

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은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퀴즈를 더 선호한다는 결과와 비슷하 

다고 할 수 있다. 다중 회귀 분석 결과에서도 학업 

자신감, 효과적인 학습방법, 수업 만족도, 온라인퀴 

즈 참여도 중에서 학업 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학업 자신감(。=.494)이고, 그 다음으로는 수 

업 만족도(。=-.272)로 나타났다.
온라인 퀴즈 참여도와 효과적인 학습방법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549, p<.05). 효과 

적인 학습방법에 대한 문항 내용은 혼자 스스로 공 

부하는 것, 교수자나 친구들과 토의하는 것, 컴퓨터 

기반 자료를 활용하는 것, 연습문제를 푸는 것, 교 

재를 읽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라인 퀴즈에 많 

이 참여할수록 퀴즈 문항을 풀기 위해 교재를 읽게 

되고 혼자 스스로 공부하거나 교수자, 친구들과 토 

의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학습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태도가 길러져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측정된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퀴즈 참여도와 수업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435, p<.05). JiTT 수업전략 

은 매 단원 시작 전에 사이버 캠퍼스에 접속하여 온 

라인퀴즈를 실시하고, 수업 중에는 온라인퀴즈 문제 

에 대한 토론 및 풀이가 이루어지는 수업전략이다. 
학습자는 온라인 퀴즈를 풀면서 스스로 공부함과 동 

시에 교재를 스스로 학습하게 된다. 학습자는 예습 

을 해왔기 때문에 수업 중 온라인 퀴즈 풀이에 더 능 

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학습자가 온라인 퀴즈에 적 

극 참여할수록, 학습자 스스로 JiTT 수업전략에 만 

족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의 온라인 퀴 

즈 참여도와 학습자의 JiTT 만족도 간에는 상관관계 

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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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웹기반 즉각적 대응 수업전략(JiTT)을 

대학교 무기화학 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 

취도, 학업 자신감, 효과적인 학습방법 및 수업 만족 

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JiTT 수업전략은 학업 성취도의 향상에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원의 

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학업 성취도를 보였다. 수리 

공간지각 능력이 요구되는 단원에서 기술화학 단원에 

비해 보다 높은 학업성취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JiTT 
수업처치가 개념습득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JiTT 수업전략은 화학 개념을 가시화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학업에 대한 자신감이 길러지고, 온라인 퀴 

즈의 문제 해결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의 긍 

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JiTT 수업전략에 의한 무기화학의 학업 성취도는 학 

업 자신감과 수업 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일수 

록 JiTT 수업전략을 더 선호하였으며, 학업 성취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학업 자신감으로 나타났다.
JiTT 수업전략에 의한 대학교 무기화학에서 학습 

효과를 높이려면, 평소요소에 온라인퀴즈의 참여뿐 

만 아니라 풀이 점수를 학업성적에 반영하고, 예습• 
복습문제의 유형과 난이도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친밀감이 중요 

한 변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멀티미디어 교수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수준과 교과목 

특성에 맞게 JiTT 교수전략을 수정 보완하여 수업에 

적용한다면, JiTT 교수 전략은 학습관련 태도의 긍 

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학업 성취도의 향상에도 효 

과적인 학생중심 학습 방법이 되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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