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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창의적
인성 및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서울시 소재 Y초등학교 6학년 학
생 8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업은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18차시로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영어 말
하기 능력에 효과가 있었다. 특히 실험반의 중 집단과 하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창의적 인성 함양에 효과가 있었
다. 특히 실험반은 창의적 인성의 6가지 하위영역 중 ‘독립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영어 말하기 수준별 세 집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학습몰입도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실
험반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영어 말하기 수준별
세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플립러닝
방법이 초등 영어과에서의 말하기 능력 및 창의력 신장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초등 영어교육, 플립러닝, 창의·인성, 창의적 인성, 학습몰입도

Ⅰ

. 서 론

지식과 기술이 급변하고 있는 21세기의 교육에서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알고 있는
정보를 얼마나 창의적으로 융합하고 응용할 수 있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이 논문은 이정은(2015)의 석사학위논문을 요약, 수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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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와 지식 창출이 국가와 개인의 발전을 좌우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교육도 창
의력과 문제해결력, 사고력 등의 고차원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발맞추어 최근 영어 교과에서도 창의성과 인성의 신장을 시도한 연구들이 발
표되고 있으나(강후동, 최지연, 2012; 김정렬, 주소영, 2015; 송계화, 2011; 이경임,
2014), 내용교과가 아닌 기능 교과인 영어에서는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학습하는 한국
학습자들의 영어수준이 낮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것에 대한 회
의론적 시각이 지배적이다(한종임, 오혜진, 김정숙, 2013). 특히 초등 영어수업에서 창
의성교육 적용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연구한 정혜영(2013)에 따르면, ‘기초적
인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 영어교과 특성’, ‘개인차가 큰 학생들의 영어능력’, ‘교과서
내용을 다루기에도 부족한 수업시간’ 등이 영어교과에서 창의성을 촉진할 때의 어려
움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어과 창의·인성 프로그램을 교실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
로, 최근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는 플립러
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경임(2014)은 영어교과에서의 창의성을
‘학습한 의사소통 기능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여 영어 의사소통 과정에서 독특
하고 새로운 표현을 상황에 적절하게 표출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위의 정의
를 기반으로, 플립러닝이 영어교과에서 창의성 교육이 실현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
유를 보완해주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1.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2.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 수준별 집단의 말하
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1.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창의적 인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2.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 수준별 집단의 창의
적 인성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연구문제3-1.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학습몰입도에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3-2.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 수준별 집단의 학습
몰입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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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이론적 배경

1.

플립

러닝(Flipped Learning)

러닝은 교실에서 ‘학생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
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학생이 집에서 동영상이나 온라인 학습 자료로 교사의
강의를 미리 듣고, 실제 수업에서는 토론, 실험, 질의·응답, 평가 등을 수행하는 ‘거꾸
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고등학교 화학교사, Jon Bergmann
과 그의 동료 Aaron Sams가 수업에 자주 결석하는 운동부 학생들을 위해 강의를 녹
화한 것이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전 동영상을 시청하고 왔을 때 수업
의 더 많은 시간을 개별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으며, 전통적 수업방식으로는 실천
하기 어려웠던 질문과 활동 중심 수업 설계가 가능함을 발견했다.
플립러닝의 수업 절차에 대한 연구(김상홍, 2015; 이동엽, 2013; 정명기, 2015)는 다
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 중 이동엽(2013)은 ADDIE 모형을 기반으로 다음의 <표
1>과 같이 총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플립러닝 교수·학습 설계모형을 구성하였다.
플립

1

러닝 교수·학습 설계모형

<표 > 플립

수업요소
분석

수업설계
- 수업 내용
선정 및 재구성
- 교사와 학생 - 선행학습을
특성 분석
위한 교수·학
- 수업목표
습 활동 선정
및 내용 특성 → - 교실수업을 →
분석
위한 교수·학
- 수업환경
습 활동 선정
특성 분석
- 효율적인
플립러닝을
위한 전략 수립

수업평가 및
성찰
- 수업 실행
- 선행학습을
과정에 대한
위한 수업자료 - 수업자료
평가 및 성찰
및 도구 개발 준비 및 교수· - 수업 실행
- 교실수업을 학습 환경 조성 결과에 대한
위한 수업방법 → - 전략 및 → 평가 및 성찰
및 자료 개발 수업 실행
- 플립러닝을
- 수업 단계 - 개별화된
활용한 교수·
별 활동 전략 피드백 제공
학습 설계모
수립
형 평가 및
성찰
수업개발

수업실행

: 이동엽, 2003: 90 참고]

[출처

러닝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어과 플립러닝의
효과 연구들(도미나, 2017; 이동한, 김동규, 2016; 최선아, 2017; 황은빛, 2017)이 최근
시도되고 있으나, 중등 학습자 대상이나 타 교과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다. 또한 최근
국가 교육과정에서 부각되는 영어과 창의·인성교육에 플립러닝을 접목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영어과 창의·인성교육에서
플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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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의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해 보고자 한다.
2. 창의·인성 교육

신재한, 김현진, 오동환(2013)에 의하면 창의·인성교육은 창의성교육과 인성교육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두 교육의 유기적 결합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구비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철학이며 교육전략
을 의미한다. 문용린, 최인수(2010)는 창의·인성교육의 요소를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문화 및 풍토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 요소는 아래 <표 2>와 같다.
2 의·인성교육의 요소

<표 > 창

의성교육 요소
확산적 사고
사고의 상상력/시
각화 능력
확장 유추/은유적
사고
사고의 논리/분석적 사고
수렴 비판적 사고
문제
문제 발견
해결력 문제 해결
용기
독립성
자율성
독창성
다양성
복합적 성격
개방성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감수성
호기심/흥미
몰입
창

인지적
요소

성향적
요소
동기적
요소

인성교육 요소
정직
약속

인간
관계
덕목

용서
배려

책임
소유
도덕적
성
인성 예민
도덕적
판단
판단력
능력 의사결정력
행동실천력

문화 및 풍토 요소
교육 방법
(예) PBL
학급
요소 교육 철학
(예) 자율적
분위기
학교
요소

학교 문화 및
분위기
학교 운영
방식
(예) 창의적
체험활동 중시

: 문용린, 최인수, 2010: 24-26 참고]

[출처

등 영어과 창의·인성교육의 의미와 현황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강후동
(2012)은 영어교과에서의 창의·인성교육 현황을 조사한 후 초등 영어교실에서 창의성
과 인성교육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경임(2014)는 델파이
와 교과서 분석을 통해 초등영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창의성 의미와 창의성교육 방
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초등 영어과에 창의·인성 교육을 적용한 연구(강후동, 최
지연, 2012; 김정렬, 주소영, 2015)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강
조하고 있는 창의·인성교육에 플립러닝을 적용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창의성교육, 인성교육 요소를 각 단원별 지도내용에 반영한 플립러닝 기반 초등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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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 창의·인성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3. 창의적 인성

의성이란 주제 그 자체의 복잡성 때문에 통일된 정의나 이론은 없으나, 창의성
을 다룬 대부분의 연구는 창의적인 사람, 창의적인 산출물, 창의적인 과정, 창의적인
환경이라는 4개의 분야로 구분될 수 있다(김진호, 2004). 이 네 분야는 상호 관련성이
있고, 상호작용하여 관계를 맺었을 때 창의성에 대한 의미를 더 잘 부여할 수 있다.
이 중 ‘창의적인 사람(Person)’으로 창의성의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들의 성격적 특성
에 초점을 두는 것이며, 이는 창의적 인성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김현정,
2015). 김자영(2011)에 의하면 창의적 인성이란 창의성의 구성 요소로서, 창의력을 발
휘할 수 있게 하는 성격적 요인이며, 독립심, 호기심, 유머, 정열과 끈기, 위험 감수,
일에 대한 집착, 개방성, 자기 확신, 상상력 등을 중요 특성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초등학생의 창의적 인성 관련 연구로는 발명교육 및 과학교육 연구(김상욱, 2016;
이지민, 2016; 조연우, 2015), 영재학생의 창의적 인성을 다룬 연구(김현정, 2015; 조혜
민, 2017) 등이 있으나, 초등 영어 관련 창의적 인성 신장에 관련된 연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창의적 인성
과 그 하위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창

몰입

4. 학습

(Learning Flow)

Csikszentmihalyi(1975)는 행위에 깊게 집중하여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될 때의 심리적 상태를 몰입(flow)라는 개념으로
명명하고, 우리 모두는 잠재적으로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에너지
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를 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몰입이라고 하
였다. 황농문(2007)은 몰입 상태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샘
솟을 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발현 형태도 다양하며, 문제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해
결책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떠한 방향으로 노력해야 하고, 어떤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는 답을 얻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습자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영역 및 문제에 학습자가 몰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김진호(2003)는 ‘학습몰입’을 학습자의 학습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자신의
학습목표와 조화를 이룸으로써 심리적 안정 상태(negentropy)에 도달되어, 자신의 학
습경험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며 의미 있는 학습을 하는 상태라
고 보았다. 석임복(2007)은 학습상황에서 학습활동에 완전히 몰두하여 시간 감각이나
주변 상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의식도 잊어버리며 즐거움과 재미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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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는 심리적 감정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초등학생의 학습몰입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 영재학생의 학습몰입도 연
구(박하진, 2011; 임효진, 2014),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과 초등학습자의 학습몰입도
연구(서은정, 2013; 이진영, 2013) 등이 있으나, 초등 영어 교과에서의 학습몰입도 신
장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
습자의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Ⅲ

.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서울시 소재 Y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수
업을 진행하였다. Y초등학교는 다양한 수준의 영어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6학년을 선정한 이유는 타 학
년에 비해 학습자의 어휘와 언어형식에 대한 스키마가 축적되어 플립러닝 기반 창
의·인성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한 언어형식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학
습자 중심 수업인 플립러닝의 특성 상 적극적이며 자발적인 태도로 예습을 해올 수
있는 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 배경 설문 및 말하기 사전
평가를 실시한 후 동일집단으로 추정되는 4개 학급 88명을 선정하여, 실험집단 44명,
통제집단 44명으로 나누어서 18차시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플립

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본 연구에서는 이동엽(2013)의 플립러닝 교수·학습 설계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연
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을 설계 및 실행하였다.

그림 1]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 설계 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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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 요소 분석 단계에서는 기초 배경조사 설문지를 통해 학습자 특성 및
학습자의 정보화 환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 연구대상인 Y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교 6학년 교과서(이재근 외, 2015)의 2학기 지도내용 중 10단원,
11단원, 12단원의 의사소통 기능과 주요 언어형식을 분석함으로써 플립러닝 기반 영
어과 프로그램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수준과 범위, 수업 목표를 파악하였다.
둘째, 수업 설계 단계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Willis(1996)의 과제중심수업모형
을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실험반 수업을 재구성하였다.
첫째

3

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의 재구성

<표 > 플립

비교집단

Look and
Listen
Look and Say
Think and
Say
Let’s Read
Read and Do
Read and Write
Think and Write
Project
Review
Now, I can!

차시

단계

실험집단
가정
학교
디딤영상1 시청
- 개별 활동지 작성 - 단원별 언어형식 탐구
- Look and Listen,
- 질문거리 생성
1
디딤영상2 시청 Look and Say 대화 연습
- 질문거리 공유 및 해결
활동지 작성
Pre-task -- 개별
- Socrative 오답 풀이
질문거리 생성
- Socrative 퀴즈 풀이
디딤영상3 시청 - Let’s Read 지문에 등
장하는 언어형식 탐구
개별
활동지 작성
2
- 질문거리 공유 및 해결
- 질문거리 생성
- Socrative 퀴즈 풀이 - Socrative 오답 풀이
3 Task ∎ 창의·인성 과제 브레인스토밍
4 -cycle ∎ 창의·인성 과제 수행 및 발표
∎ 모둠별로 창의·인성 과제 중 나왔던 목표 언어
Language
5 focus
표현 정리
∎ 교사 및 동료 피드백을 받아 수정
Consoli ∎ 목표 언어형식 확인
6 -dation
∎ 보충지도 및 이해 정도에 따른 피드백 제공

한 이 단계에서는 학습자에게 지도할 창의성교육 요소와 인성교육 요소를 선정
하였으며, 각 요소는 앞서 언급된 문용린, 최인수(2010)의 분류를 활용하였다. 이 요
소들은 추후 구성할 단원별 과제에 자연스럽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단원별
주요 표현과 창의·인성 과제에 반영될 언어형식 및 창의·인성 교육 요소는 <표 4>와
같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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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원별 창의·인성 과제, 지도 언어형식 및 창의·인성교육 요소

<표 >

단원명

10. Jake is
Stronger than
Sejun.
11. Why do you
like winter?
12. I’m going to
go on a trip.

의사소통 기능 및 주요 표현

∎ 비교하는 질문하기
- Who is stronger?
∎ 다른 의견 제시하기
- Which is stronger?
I don’t think so.
∎ 비교하는 말하기
- Jake is stronger than Sejun.
지도 언어형식
비교급 표현의 올바른 활용
∎ 이유 묻고 답하기
∎ 이해 상태 나타내기
- Why do you like winter?
- I see.
- Because I can have a snowball fight.
지도 언어형식
이유를 묻고 답하는 표현의 올바른 활용
∎ 소망이나 의지 묻고 답하기
축하하기
-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inter? ∎- Congratulations!
- I’m going to go on a trip.
지도 언어형식
be going to 표현의 올바른 활용

단원별 창의·인성 과제는 한종임 외(2013)의 핵심 역량 중심 영어영역 창의·인성교
육 수업모델 연구와 신재한 외(2013)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영어과 수업모형, 강남
준 외(2011)의 외국어(영어)영역 창의·인성 수업모델 연구에 제시된 활동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과제의 흐름과 단계별 창의·인성 요소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10단원 창의·인성 과제

11단원 창의·인성 과제

12단원 창의·인성 과제

그림 2] 단원별 창의·인성 과제의 흐름 및 단계별 창의·인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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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원 창의·인성 과제에서는 Anthony Browne의 그림책 My Mom, My Dad를
교육 자료로 선정하여 학습자의 확산적 사고를 촉진시키고자 하였고, 11단원에서는
2009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체계표 중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영역의 5∼6학년
‘감정의 조절과 표현’과 관련하여 창의·인성 과제를 구성하였다. 또한 12단원의 창의·
인성 과제는 한종임 외(2011)의 핵심 역량 중심의 영어과 창의·인성교육 수업 모델
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Better Me’를 연구 대상자 수준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수업단계에서는 사전 기초 설문지 결과를 토대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클래
스팅(www.classting.com)에 온라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단원별 디딤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김상홍(2015)의 연구에서 동영상학습을 디딤
학습이라는 용어로 제시한 것을 참고하여, 활동중심 수업을 위한 디딤이 된다는 의미
로 ‘디딤영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영상을 제작할 때에는 지나치게 문법 위주의
설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단원의 주요 표현의 의미와 의사소통 기능을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색깔펜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 강화(input enhancement)가 이루어
지도록 하였다. 이때, 동영상 강의는 Explain Everything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제
작하였는데, 본 어플리케이션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템플릿을 배경으로 강의 내용을
녹화한 후 동영상 파일로 인코딩할 수 있고, 태블릿 펜을 활용하여 다양한 색으로 필
기 및 강조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디딤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의 이해도 측정은 클리커(Clicker)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하였다. 일반적으로 교육환경에서의 클리커 시스템이란 버튼식 기기를 사용하여 수업
중 교수자의 질문에 실시간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배지혜, 2014). 여러
클리커 어플리케이션 중 소크라티브(Socrative)는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를 모두 지
원하며,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사용방법이 매우 간단하여 학습자 입장에서도 교수
자의 학습 흐름에 쉽게 응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퀴즈 마감 후에는 학생
들의 퀴즈 결과표를 출력하여, 문항별 오답과 학생별 정답률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수업 실행 단계에서는 앞서 제시한 <표 3>의 흐름으로 수업을 실행하였다.
특히 Pre-task 단계에서 학생들은 디딤영상을 시청하며, 강의 내용에서 스스로 중요
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활동지에 필기하고, 질문거리를 적어오도록 하였다. 동영상 자
료를 시청하고 이에 대한 요약을 해오거나 반성적 성찰을 통한 질문거리를 적어오는
것은 김상홍(2015)의 연구에서 제시한 Raths의 WSQ전략, 즉 시청하고(Watch), 요약
하고(Summarize), 질문하는(Question) 전략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수업 평가 및 성찰 단계에서는 사전·사후 말하기 능력 평가, 창의적 인
성 검사, 학습몰입도 검사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의 결
론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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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3. 실

도구

본 연구에서는 사전 기초 조사 설문지, 사전·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지, 사전·사후 학
습몰입도 검사지, 사전·사후 말하기 능력 검사지의 총 4가지 실험도구를 활용하였다.
첫째, 사전 기초 조사 설문지는 Flipped learning을 활용한 협동학습이 영어 능력과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서예은(2015)의 설문지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였고, Flipped Learning 운영을 위한 온라인 교육환경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둘째, 창의적 인성 검사는 하주현, 유경재, 한윤영(2011)의 KEDI 초등학생용 창의
적 인성 검사지를 활용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예비검사와 본검사를 실
시한 결과 하주현 외(2011)의 ‘과제집착’, ‘호기심’, ‘심미성’, ‘사고의 개방성’, ‘독립성’,
‘위험감수’의 6개의 요인, 총 27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하위요인별 상호상관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 .30에서 .60으로 나타나, 구성개념 간에 서로 변별하는 것으로 보이며 각
요인들이 창의성이라는 유사한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또한 공인타당
도를 구하기 위해 창의적 인성검사(하주현, 2000)와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독립성’
요인을 제외하고는 .60에서 .80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최종 선정된 27문항의
내적 신뢰도 계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창의적 인성 검사 도구로 신뢰할 만하다.
셋째, 학습몰입도 검사는 이시연(2012)의 초등학생 학습몰입 검사지를 활용하였고,
학습몰입도 구성요인으로 ‘분명한 목적’, ‘난이도와 능력의 균형’, ‘과제에 대한 집중’,
‘시간 개념의 왜곡’, ‘자기 목적적인 경험’을 선별하였다. 본 학습몰입 측정도구의 신
뢰도는 .830이므로, 이시연(2012)의 학습몰입도 검사 도구는 신뢰할 만하다.
넷째, 말하기 능력 검사는 학습자의 단순기억에 의존하는 평가보다는 학습자가 주
어진 상황에 알맞은 영어표현을 스스로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2012)의 초등학교 서술형·논술형 평가 문제지, 경기도교육청(2013)의 6
학년 영어 서술논술형 평가 예시자료, 전라북도교육청(2012)의 6학년 영어과 서술형
평가 문항을 참고하여 말하기 능력 평가지를 구성하였다. 그 후 경력 5년, 경력 7년
의 영어 교과전담교사 2명을 대상으로 각 문항의 내용 타당도 설문을 실시하였고, 설
문지는 정현희(2016)의 창의성 교수·학습 활동의 적용 방안 타당도 검사지를 말하기
평가 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말하기 능력 평가 채점기준표는 이완기(2003)와 박지은(2014)의 초등학생용
영어과 말하기 능력 평가 채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유창성 5점, 정확성 5점, 발음 5점
의 총 15점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교육경력 6년, 영어교육경력 2년의 초등교육전공
박사과정 중인 교사 1인과 교육경력 5년, 영어교육경력 2년의 초등교육전공 석사과정
중인 교사 1인, 그리고 원어민 영어교사 1인이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 자료를 분석하
였다. <표 5>와 같이, 채점자 3인의 말하기 평가 점수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주어 채점자 내 신뢰도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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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점자 3인의 사전 말하기 평가 점수 상관분석 결과

<표 >

채점자1
1.000
.977**
.973**

채점자1
채점자2
채점자3
**p<.01

채점자2
1.000
.950**

채점자3
1.000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유의수준 5%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1, 2-1, 3-1은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의 적용 여부에 따라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 창의적 인성 및 학습몰입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1-2, 2-2, 3-2는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
로그램이 영어 수준별 집단의 말하기 능력, 창의적 인성 및 학습몰입도에 끼치는 영
향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 연구결과 및

1.

플립

러닝 기반

치는 영향

초등

해

석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말

하기 능력에 미

본 연구에서는 채점자 간 신뢰도 검사를 마친 3명의 채점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사
전 및 사후 말하기 능력 점수를 도출하였다. 그 후, 사전 점수를 통제함으로써 프로
그램 적용 여부에 따른 사후 말하기 능력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
보기 위해 공분산분석(Analysis of Covariance: ANCOVA)을 실시하였다.
6 로그램 적용여부에 따른 사전, 사후, 교정된 말하기능력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표 > 프

집단
사전 점수
사후 점수
교정 사후점수

실험반(N=44)
평균 표준편차
9.9330 3.11066
10.6445 2.39724
10.650
.241

비교반(N=44)
합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9.3484 3.23218 9.6407 3.153729
9.7045 3.20106 10.1745 2.85101
9.699
.241
10.175
.170

공분산분석에 의해 추정된 실험반 학습자들의 교정 평균점수는 10.650점이며, 비교
반 학습자들의 교정 평균점수는 9.699점이다. 교정된 사후 말하기능력 점수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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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적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7 로그램 적용 여부에 따른 교정된 사후 말하기 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 제곱
F
p

<표 > 프

공분산
프로그램적용여부
오차
합계
*p<.05

470.334
19.913
216.913
707.160

1
1
85
87

균

470.334
19.913
2.552

184.306
7.803

.000*
.006*

사전 말하기능력 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말하기능력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 통계값은 7.803, 유의확률은 .006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따라 교정된 사후 말하기능력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립러닝 기반의 본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 대상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

플립

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 수준별 집단의

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말

하

연구대상자 88명의 사전 말하기 점수와 1학기 동안 누적된 말하기 수행평가 점수
를 토대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 후, 플립
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실험반 수준별 집단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8 실험반 수준별 학습자의 사전-사후 말하기 능력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사전 사 수
사후 사 수
집단
수준
p
평
준 차 평
준 차 t

<표 >

검 점

균

표 편

검 점

균

표 편

N =13)
13.1015 1.16386 12.5900 1.66765
실험반 상(
중(
N =15)
.74960 11.4227 1.60600
(N=44) 하(N=16) 9.5780
6.0413 1.48463 8.3344 1.50451
*p<.05

-1.756
4.302
6.467

.105
.001*
.000*

상 집단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p>.05이므로 사전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
과 프로그램이 상 집단 학습자 29명의 영어 말하기 능력에 유의한 효과를 주지 못함
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 집단과 하 집단의 경우, 유의수준 .05에서 p<.05이므로 사전
검사 점수와 사후검사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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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중 하 집단의 점수가 가장 상승폭이 높았으며, 이를 통해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중하위권 학습자들의 말하기 능력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플립러닝을 활용한 초등영어 학습부진아를 위한 수업지도방안에 대한 이
동한, 김동규(2016)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동한, 김동규(2016)에 의하면 초등영어 학습부진아는 활동식 수업으로 이루어지
는 수업시간에 수업 목표에 대한 이해도, 성취도가 일반 학생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동료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게 되어 자신감을 더욱 잃어버리게 된다. 교사의 개인지
도가 어려운 우리나라 교육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플립러닝을 활용하여 영어를 지
도하는 것은 학습부진의 누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3.

플립

러닝 기반

치는 영향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창의적 인성에 미

사전 점수를 통제함으로써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따른 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 점
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9 로그램 적용여부에 따른 사전, 사후, 교정된 창의적 인성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표 > 프

집단
사전 점수
사후 점수
교정 사후점수

실험반(N=44)
평균 표준편차
74.09
8.810
79.30
9.466
79.768
.955

비교반(N=44)
평균 표준편차
75.32
9.080
73.14
9.195
72.663
.955

평균
74.70
76.22
76.216

합계

준 차
8.916
9.781
.674

표 편

분석 결과, 사전 창의적 인성 검사 점수를 통제한 실험반 학습자의 교정 사후 점
수는 79.769점이며, 비교반 학습자의 교정 사후 점수는 72.663점이다. 이렇게 교정된
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 점수가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
아보기 위해 공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따른 교정된 사후 창의적 인성 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 제곱
F
p

공분산
프로그램적용여부
오차
합계
*p<.05

3817.833
1105.248
3399.816
8322.898

1
1
85
87

균

3817.833
1105.248
39.998

95.451
27.633

.000*
.000*

사전 창의적 인성 검사 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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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 통계값은 27.633, 유의확률은 .000으로써 유
의수준 .05에서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따라 교정된 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 점수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창의적
인성을 향상시키는 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창의적 인성의 각 영역별 실험반과 비교반의 사전 및 사후 점수에서 유의미한 차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영역별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점

11> 실험반의 사전-사후 창의적 인성 영역별 점수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사전 사 수
사후 사 수
집단
영역
p
평
준 차 평
준 차 t

<표

검 점

과제집착
호기심
실험반 심미성
(N=44) 사고의
개방성
독립성
위험감수
*p<.05

균

14.50
14.41
12.50
11.41
9.98
11.30

검 점

표 편

2.416
3.045
3.441
1.730
1.191
2.119

균

15.23
16.02
13.50
12.27
10.25
12.02

표 편

2.532
2.992
3.281
1.860
1.260
2.215

2.435
4.584
3.483
3.207
1.304
2.159

.019*
.000*
.001*
.003*
.199
.036*

실험반의 사전 및 사후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영역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
과, 유의수준 .05에서 ‘독립성’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영역에서 p<.05로 드러났다.
이는 ‘과제집착’, ‘호기심’, ‘심미성’, ‘사고의 개방성’, ‘위험감수’의 5가지 영역에서 사전
및 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4.

플립

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 수준별 집단의 창의

적 인성에 미치는 영향

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영어 말하기 수준별 집단의 창의적 인성에
는 각각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실험반 44명과 비교반 44명의 창의적
인성 검사의 사전 및 사후 점수 평균을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플립

12 하기능력수준별학습자집단의사전-사후 창의적인성 점수차이에대한대응표본 t-검정결과
사전 사 수
사후 사 수
집단 학습자
p
수준
평
준 차 평
준 차 t

<표 > 말

검 점

N =13)
실험반 상(
중(
(N=44) 하(NN==15)
16)
*p<.05

균

75.69
75.67
71.31

표 편

10.234
7.267
8.746

검 점

균

80.46
80.93
76.81

표 편

9.180
10.423
8.811

3.288
2.827
3.601

.006*
.01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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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실험반에서 말하기 능력 상 집단은 유의수준 .05에서 사전 및 사후 창
의적 인성 검사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구문제 1에 의해 플립
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상 집단의 학습자의 말하기 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결과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상
집단의 창의적 인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반의 말하기 능력 중 집단 또한 t 통계값 2.827, 유의확률 .013으로, 유의
수준 .05에서 사전 및 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 점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말하기 능력 하 집단의 t 통계값은 3.601, 유의확률은 .003이
며 유의수준 .05에서 사전 및 사후 창의적 인성 검사 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
이가 있다. 즉,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은 중·하위 집단의 말하기 능력
뿐 아니라 창의적 인성의 신장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5.

플립

러닝 기반

는 영향

초등

몰입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학습

도에 미치

본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사전 학습몰입도
검사 점수를 통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 프로그램 적용여부에 따른 사전, 사후, 교정된 학습몰입도 점수에 대한 기술통계

집단
사전 점수
사후 점수
교정 사후점수

실험반(N=44)
평균 표준편차
81.43 14.545
90.61 12.861
92.026 1.293

비교반(N=44)
평균 표준편차
85.36 16.099
84.11 14.889
82.701 1.293

평균
83.40
87.36
87.364

합계

준 차
15.381
14.213
.910

표 편

분석 결과, 사전 학습몰입도 점수를 통제한 실험반 학습자의 교정 사후 점수는
92.026점, 비교반 학습자의 교정 사후 점수는 82.701점이다. 교정된 사후 학습몰입도
점수가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따른 교정된 사후 학습몰입도 점수에 대한 공분산분석 결과
분산원
제곱합
자유도 평 제곱
F
p

공분산
프로그램적용여부
오차
합계
*p<.05

9492.415
1881.132
6200.816
17574.364

1
1
85
87

균

9492.415
1881.132
72.951

130.121
25.786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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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학습몰입도 점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 교정된 사후 학습몰입도 점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F 통계값은 25.786, 유의확률은 .000으로써 유의수준 .05에서
프로그램 적용 여부에 따라 교정된 사후 학습몰입도 검사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학습몰입
도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몰입도의 각 영역별 실험반과 비교반의 사전, 사후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기 위해 영역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실험반의 사전-사후 학습몰입도 영역별 점수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결과
사전 사 수
사후 사 수
집단
영역
p
평
준 차 평
준 차 t
검 점

분명한 목적
난이도와 능력의 균형
실험반
대한 집중
(N=44) 과제에
시간 개념의 왜곡
자기 목적적인 경험
*p<.05

균

14.57
15.25
17.93
15.02
18.66

검 점

표 편

균

3.030
4.047
3.433
2.984
4.969

16.25
17.66
19.89
16.00
20.82

표 편

2.354
3.423
3.499
2.676
4.525

4.594
5.003
4.273
2.592
3.822

.000*
.000*
.000*
.013*
.000*

먼저 실험반의 사전 및 사후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영역별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
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5가지 하위영역이 모두 p<.05로 나타났다. 이는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몰입도의 5가지 하위 영역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6 플립
몰입
.

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 수준별 집단의 학습

도에 미치는 영향

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각 수준별 집단의 학습몰입도에 어떠한 영
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자 실험반 44명과 비교반 44명의 창의적 인성 검사의 사전
및 사후 점수 평균을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하였다.
<표 16> 말하기능력수준별학습자집단의사전-사후학습몰입도 점수차이에대한대응표본 t-검정결과
사전 사 수
사후 사 수
집단 학습자
p
수준
평
준 차 평
준 차 t
플립

검 점

N =13)
실험반 상(
중(
(N=44) 하(NN==15)
16)

p .05

* <

균

89.15
81.00
75.56

표 편

12.442
12.479
15.769

검 점

균

95.69
90.73
86.38

표 편

9.322
14.380
13.043

2.732
3.956
4.333

.018*
.0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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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실험반의 말하기 능력 상 집단의 경우, t 통계값은 2.732, 유의확률은
.018이므로 상 집단의 사전 및 사후 학습몰입도 점수는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실험반 학습자 중 말하기 능력 중 집단에 대한 t 통계
값은 3.956, 유의확률은 .001이므로 중 집단의 사전 및 사후 학습몰입도 점수는 유의
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말하기 능력 하 집단에 대한 t
통계값은 4.333, 유의확률 .001이므로 하 집단의 사전 및 사후 학습몰입도 점수 또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실험반의 영어 말하기 수준별
세 집단의 경우, 학습몰입도에 있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향상이 있었다.

Ⅳ

.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 창
의적 인성 및 학습몰입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강조하
는 영어과를 통한 창의적 사고력 및 인성 함양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능력 신장에
기여한다.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에서는 디딤영상과 클리커 시스템을
통해 미리 목표 언어 형식을 이해하고 학교에서는 창의·인성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언어 표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부여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학
습자의 말하기 능력이 신장되었다.
둘째,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수준별 집단의 영어 말하
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때, 실험반의 상 집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
나 중 집단과 하 집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목표언어 형식
에 대한 이해도가 상 집단에 비해 부족하여 학습자 개인에 맞게 학습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중하위 집단의 경우, 디딤영상을 통한 반복적 이해와 수업 활용 학습이
학습 이해도 및 말하기 능력 향상에 기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선행 연구에서 ‘개
인차가 큰 학생들의 영어능력으로 인하여 영어수업에서 창의성을 촉진하기 어렵다’는
영어교사들의 지적을 고려해보았을 때, 플립러닝 기반 영어과 수업은 학습자의 말하
기 개인차를 좁힐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셋째,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창의적 인성 향상에 긍정
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창의적 인성의 6가지 하위영역 중 ‘독립성’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영어 말하기 수준별 세 집단에서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창의적 인성이 학습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성격적 요인을 의미하는 만큼,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기초적인 내용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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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해야 하는 영어 교과의 특성 상 영어수업에서의 창의성 촉진이 어려울 것이다.’는
교사들의 지적을 보완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넷째,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학습몰입도 향상에 긍정적
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학습몰입도의 5가지 하위 영역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으며, 영어 말하기 수준별 세 집단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선행연구 분석에서 학습몰입이 학습자의 창의성 발현에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고려할 때, 플립러닝 기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영어 학습몰입도를 신장
시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학습자의 창의적 에너지 발현에 기여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플립러닝은 영어과에서 창의성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던 장애들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초등 영어교육은 미래의 핵심 역량인 의사소
통 역량, 특히 말하기 능력과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6학년 2학기라는 제한된 학년과 기간 동안 88명의 학습자를 대상으
로 실시되었다. 지역마다 학습자의 영어 말하기 수준과 온라인 교육환경이 다른 만큼
다양한 지역, 다양한 학년의 초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영어능력 중 말하기 능력에 한정하여 진행되었다. 플립러닝 기
반 초등 영어과 프로그램은 목표 언어 형식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도와 창의적 활용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말하기, 쓰기와 같은 언어의 생산적 기능(productive skill)뿐
아니라 듣기, 읽기와 같은 수용적 기능(receptive skill)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듣기,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플립러
닝 프로그램은 창의성교육 요소와 인성교육 요소를 반영하고 있으나, 본 플립러닝 영
어과 프로그램은 영어과 창의성에 중심을 두었고, 정직, 배려, 도덕적 판단력과 같은
인성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플립러닝 영어과 프로그램이 학
습자의 인성적 측면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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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based Elementary English
Language Program on Speaking Ability, Creative
Personality and Learning Flow of Learners

Lee, Jung Eun(Ewha Womans University)
Chung, Hye Young(Ewha Womans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based elementary
English language program on not only the speaking ability but also the creative
personality that defines the creativity from affective aspects, and the learning flow that
is a prerequisite for the emergence of creativity. The analysis of the test results
highlighted the following.
First, the proposed flipped learning-based elementary English language program
exe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learners' English speaking ability. Also, the
program did not exer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upper-level learners in the
experimental group, wherea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pre- and post-program scores in the middle and lower levels in the experimental group.
Second, the program exe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enhancement of
elementary English learners’creative personality. In the experimental clas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in all domains except independence. Also, the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upper, middle and lower levels of English
speaking skills in the experimental class.
Third, the program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betterment of learners’
learning flow. Among the learners in the experimental clas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in all sub-domain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were found
across the upper, middle and lower levels of English skills in the experimental class.
The present findings suggest the flipped learning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creativity in English subject, and warrant further studies on how to develop the flipped
learning-based elementary English language program as a method of enhancing
futuristic core competencies.
Key words: elementary English education, flipped learning, creativity
and personality education, creative personality, learn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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