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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영어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일 전문대학 

재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을 개발하여 영어수업에 적용하

였다. 그리고 Daly & Miller(1975a)가 개발한 English Writing Anxiet Test와 Petrić & 

Czarl(2003)이 개발한 English Writing Strategy Test를 사용하여 영작문 활동 적용 효

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은 학습자

의 영어 불안감을 낮추고 영작문 전략 사용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을 경험한 대상자들은 영작문 불안도가 낮아졌

으며, 영작문 전략 사용빈도와 작문 수정 단계와 같은 특정 전략 항목의 사용 순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은 영어에서 영어로의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수행 전 모국어에 기반한 영작문 준비 단계 과정을 학습활동에 

접목하여 설정함으로써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들의 영작문에 대한 불안감

을 낮추고 영작문 전략 사용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바꿔 쓰기,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영작문 불안감, 영작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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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영어 학습에 있어서 영어 쓰기는 영어로 말하는 것만큼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 토익이나 토플과 같은 영어능력 측정시험과 영어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말하기, 

듣기, 읽기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양만섭, 손영귀, 2009; 김미혜, 

2015). 특히 영어 글을 읽고 요약하는 통합적 활동이라 할 수 있는 영어 글 패러

프레이징(바꿔쓰기) 학습활동은 교실 수업에서 자주 쓰이는 영어 교수 방법이자 

학습 방법이기도하다. 그러나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은 글에 쓰인 내용을 차용

(borrowing)하는 것이 아닌 글의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 표현하는 학습행

위이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을 수행하는 학습자에게는 원문에 대한 배경지식과 

다양한 어휘실력을 바탕으로 한 쓰기 활동능력이 요구된다(Liao & Tseng, 2010; 

Kletzien, 2009; 김미혜 2015). 만약 패러프레이징을 수행하는 학습자에게 충분한 

배경지식과 어휘능력이 뒷받침되어주지 않는다면,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은 

오히려 학습자들에게 영작문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게 하여 영작문에 대한 불안

감을 상승시키고 자신감을 결여시켜 영어 학습에 대한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은 학습수행을 위한 충분한 준비단계

와 단계별 작문 지도가 반드시 동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영어를 잘하는 

상위학습자는 풍부한 배경지식과 어휘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읽은 

영어 글에 대한 이해정도를 표현해내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하위 학습자들의 경

우에는 배경지식과 어휘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 

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영작문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

이고, 영작문, 즉, 쓰기 활동 자체에 대한 높은 불안감을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은 학습자가 작문 활동을 통해 글에 대한 자

신의 이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읽기에서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학습활동임은 분명하다(Kletzien 2009; 김미혜 2015). 그러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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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같이 영어와는 어순이 다른 언어가 모국어인 화자들에게는 작문과 작문결

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높기 때문에 영어 글을  영어로 패러프레이징 하는 학

습은 더욱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은 분명 영어 학습에 

효과적이겠지만, 학습방법이나 지도에 따라 그 효과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

서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하위학습자들 수준을 고려한 

작문준비단계, 작문요령 설명 등과 같은 적절한 지도 조치가 필요하며 이와 관

련한 학습 방법 및 지도 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패러프레이

징 학습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은 모국어 화자와 제 2외국어 화자학습자들의 작

문결과물에 대한 분석 연구들이 많으며(Murray, Parrish, and Salvatory, 1998; 지

난영, 2012; 김나영, 2015),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에 대해 구체적인 단계별 지

도방법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교수법 개발 및 적용의 효과성을 다룬 연구는 많

지 않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지를 개발하여 실제 

수업에 적용한 후 학습자의 영작문 불안, 영작문 전략사용변화에 초점을 맞춰 

그에 대한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패러프레이징 영작 활동은 학습자의 영작문 불안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2) 패러프레이징 영작 활동은 학습자의 영작문 전략사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3) 패러프레이징 영작 활동을 경험한 학습자의 영작문전략 사용에 있어 경험 

전/후 변화가 관찰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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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과 모국어 활용 영어 학습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은 영어 글을 읽고 자신이 이해한 바를 요약하는 쓰

기 학습 방법이다. 특히 영어의 경우, 영어 상위 학습자들일수록 그리고, 모국어 

화자일수록 원문과는 다른 다양한 어휘 구사와 표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패

러프레이징 학습 결과물의 질이 높다. 반면, 영어 하위학습자들은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을 수행할 때 자신들이 읽은 영어 원문의 구조를 수정하지 않고 원문 

문맥이나 어휘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김나영, 2015; 지난영, 2012). 

왜냐하면 하위 학습자들은 작문 활동 자체를 선호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읽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문장삭제와 같은 단계적 수정(Revision)과정 없이 원

문을 그대로 베끼려(Copy)하기 때문이다(김나영, 2015).

그러나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은 학습자로 하여금 읽은 원문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읽기와 쓰기의 복합적 활동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향상을 이끌

어내고자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Murray, Parrish, and Salvatory, 1998; 김나영, 

2015), 하위학습자들은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 수행 과정에서 종종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을 활용할 때에는 특히 하위학습

자들이 느끼는 작문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 교수자의 노력이 필요하며 

단계적 학습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최근의 패러프레이징 관련 연구는 제2외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

자의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결과물에서의 차이를 살펴본 분석 연구(김나영, 

2015)나 제2외국어 학습자들의 패러프레이징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 (Liao & 

Tseng, 2010; 지난영, 2012)가 많다. 반면, 패러프레이징 학습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읽기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패러프레이징 전략 교육 효과 

연구(Hagaman & Reid,  2008)가 있으며, 교수 주도 패러프레이징 수업과 웹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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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프레이징 수업이 학습자의 인식, 수행 쓰기, 유형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Y.H. Choi, 2012)가 있으며, 패러프레이징 영작 활동관련 개발에 대한 연구는 

패러프레이징 협력 활동이 학습자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어다는 연구(김

미혜, 2015)가 있다. 이처럼 패러프레이징 학습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한

국인 학습자와 같이 영어를 제2외국어로 하는 학습자들에게는 영어를 영어로 

직접 패러프레이징하는 방법이 쉽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익숙해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적절한 중간 단계의 작문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모국어 작문능력과 영어 작문 능력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다

는 연구(정다은, 임현우, 2014)는 어쩌면 모국어가 패러프레이징 영어 작문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 모국어 기반 학습이 영어 학습에 효과가 있다

는 연구결과(정향기, 2007; 최인철 2007; 조은형, 2013)에서처럼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에 모국어 활용을 적극 검토해 본다면, 학습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가능할 

듯하다. 왜냐하면, 모국어 사용이 어쩌면 학습자의 작문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켜 학

습자는 패러프레이징 문장을 비교적 용이하게 완성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모국어로 생

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휘, 표현 방법의 선택범위는 더 넓어져 다양한 면에서 자신

의 작문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효과적인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을 위

해서 영어 글을 읽고 영어로 바로 패러프레이징 하기보다는 영어 글을 영어로 패러프

레이징 하기 전 모국어를 활용한 중간단계의 작문 활동에 대한 개발을 고려해 볼 필

요가 있겠다.  

2. 영작문 불안, 영작문 전략

Daly & Miller(1975a)와 Cheng(1998)의 연구에서처럼 모든 작문 활동은 불안감을 

동반하며, 작문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들은 하위 학습자

들일 수록 영어로 말하고 싶은 바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고, 이러한 영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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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은 곧 영작문 수행에서의 낮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정다은외., 2014). 

Cheng(1988)의 연구와 정다은외.(2014)의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영작문시 불안감이 

많은 학습자들은 자신의 작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하는 불안감도 높

다고 한다. 이러한 불안감은 작문에 대한 학습자의 잘못된 인식과 쓰는 이의 자신감 

결여와 연관이 있으며(Fleming, 1985; Gay, P., 1983), 또, 작문 전 준비 훈련부족과 

지식 부족은 작문에 대한 불안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박소은, 2013). Daly & 

Miller(1975a)는 이러한 학습자들의 불안감을 스트레스 불안(stress anxiety), 평가 불

안(evaluation anxiety), 작문 결과에 대한 불안(product anxiety)으로 구분하였고, 이에 

대한 26개의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반면, Cheng(1998)은 학습자들이 갖는 영작문에 

대한 불안감을 낮은 자신감(low-confidence), 작문 혐오(aversiveness in writing), 작문

평가에 대한 두려움(English writing evaluation apprehension)으로 구분하고, 불안감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29개의 불안문항을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이러한 측정도구들의 

개발은 교수자로 하여금 학습자가 느끼는 영작문 활동의 불안감을 파악하여, 불안감

을 낮추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및 지도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고려해봐야 할 것이 영작문 전략이다. 영작문 전략이란 간단한 

메모하기, 번역하기, 모르는 단어 남겨 두기 등 학습자가 작문 활동을 수행할 때 선택

하는 쓰기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상위학습자일수록 작문 활동 수행을 할 때 다시 살

펴보기 전략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반면, 하위 학습자들은 

영작문 활동 시 제한적인 전략만을 사용하는 편이다. 그리고 제2외국어 학습자들은 

작문 시 자신이 느끼는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 모국어로 직접 번역(translation)

을 시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편이며, 하위 학습자들에게서 이러한 전략사용은 두드

러진다고 한다는 연구결과(Cohen, 1998; 박소은, 2013)를 고려해 볼 때, 모국어로 직

접 번역하는 쓰기 활동을 접목하여 발전시킬 영작문 활동이 개발된다면  어쩌면 하위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전략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러

한 점에서 학습자들의 영작문에 대한 불안감을 낮추고 다양한 영작문 전략 사용을 촉

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영작문 활동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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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이 학습자의 영작문 불안, 영

작문 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 조사 연구이다. 따라서 모국

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 활동지를 개발하여 실제 영어 수업에 적용 해 본 후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의 효과에 대하여 영작문 불안도, 영작문 

전략 사용에 초점을 맞춰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살펴

보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Daly & Miller(1975a)의 영작문 불안 테스트(English 

Writing Anxiety Test) 도구와 의 영작문 전략 검사 도구가 활용되어 모국어 활용 패

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의 효과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전문대학 간호과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156명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또한 이들은 소속대학의 교양영어수업을 수강 중이었다.

3.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지 개발 및 적용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영작문 수업용 모국어 활용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지

를 개발하였다. 수업에 적용한 모국어 활용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지는 학습자의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 brainstorming 활동> 모국어 패러프레이징 활동> 영작문 활동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각 활동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영작문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영작문 전략 사용 촉진을 목표하였다. 이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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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활용 패러프레이징 영작 활동지는 Willis(1996)가 제시한 과업 단계, 조은형

(2013)에서 개발한 모국어 활용 과업활동지, 김애주(2013)의 과정 중심 작문 수업 모

형, 장지혜외.(2014)연구의 영어 쓰기과업에 근거하여 개발되었다. 우선, 장지혜

외.(2014) 연구의 영어쓰기과업 첫 번째 단계처럼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을 위해 

준비 단계에서 읽기 자료 선정 및 읽기 자료 주제를 대상자들의 모국어 환경관련 영

문 뉴스 기사 읽기 자료로 선정하였다. 이는 대상자들이 모국어 환경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사회, 문화적 이슈를 작문 활동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작문 전 내용 읽기 활동

을 할 때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었다.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을 위한 과업단계를 설정하였다. 

Willis(1996)의 과업 단계와 조은형(2013)의 모국어 활용 과업수행 활동, 김애주(2013)

의 과업중심작문수업모형에 따라 과제 전단계(pre-task)/학습전 활동/Brainstorming으

로 표현되어 있는 과업 활동의 첫 단계 부분을 Brainstorming 단계로 구분하여 모국어 

배경지식에 근거한 brainstorming, 즉, 기사내용 유추해보기 수행단계를 설정하였다. 

이는, 읽을 내용과 관련한 키워드 등을 통해 학습자가 스스로 모국어 관련 배경지식을 

비교적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또, WIllis(1996), 조은형(2013), 김애주(2013)의 과제단계(task-cycle)/학습후 활

동/Freewriting으로 표현되어 있는 단계 부분은 패러프레이징 단계로 설정하였으

며, 이 단계에서 대상자들은 모국어로 패러프레이징 문장 완성하기작문활동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언어초점(language focus)/학습활동 피드백/피드백활동의 

단계는 Translation/Revision단계로 설정하여, 학습자들은 모국어 패러프레이징 

문장을 영작해봄으로써 자신의 패러프레이징에 대한 수정(revision)을 하고 확인

해보는 활동으로 본 연구를 위한 pharaphrasing 영작문 활동지와 활동내용을 구

성하였다<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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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 적용 

(1)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 준비 

영어 쓰기 과업

(장지혜, 나경희, 
2014)

쓰기 주제와 쓰기 내용 소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 준비 

1. 모국어 환경과 관련 있는 이슈에 대한 영문 뉴스 기사를 읽기 자료
로 선정하여 배포

2. 영문 뉴스 기사관련 키워드를 통해 모국어 환경 배경지식 전달하기

(2)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지 적용

과제단계

(Willis, 1996)
과제 전 단계 

(Pre-Task)
과제 단계

(Task-Cycle)
언어초점

(Language Focus)

모국어활용 

과업수행활동

(조은형, 2013)

학습 전 활동 학습 후 활동
학습 활동

피드백

수행활동 설명하기

목표한 내용 

설명하기

모국어

써보기

모국어 영어로 번역하기

수정해보기

(교수자 피드백)

과정중심작문수업

(김애주, 2013)

Brainstorming Free-writing 활동 피드백 활동

주제에 대하여 

메모형식으로

적어보기

내용에 대한 

개요 써보기

동료 피드백을 통한

수정해보기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지 

단계
Brainstorming 단계
(영작문준비단계)

패러프레이징 단계

(영작문단계)

Translation/
Revision  단계

(영작문 수정단계)

수행

내용

모국어 배경지식을

활용한 주제에 대한 

내용 유추해보기

모국어로 자기만의 

패러프레이징 문장 

완성하기

모국어로 쓴 자기만의

패러프레이징 문장을 

영어문장으로 바꿔보기

<표 1>에 제시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지는 2014년도 3월 10일부터 2014년 5

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 영어수업에 적용하여 대상자들로 하여금 활동을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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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 또, 대상자들은 3월 11일, 18일, 25일, 4월 1일, 8일, 15일, 22일, 5월 13

일에 총 8회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수업시간 중 교수자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4. 연구 도구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실험의 목적 및 필요성,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응답 자료에 대한 비밀보장과 응답에 대한 철회

가 상시 가능함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사전,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

은 사전조사의 경우 패러프레이징 기반 학습활동이 수업에 적용되기 전 2014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사후조사는 총 8번의 패러프레이징 기반 학습활동이 끝난 직 

후  2014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되었다. 배포된 각 검사 도구

지 작성 시간은 사전, 사후 각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변수 당 30명을 

기준으로 하여(Polit & Hungler, 1999) 최소 조사대상수를 120명 이상 확보하기 위해 

170부의 조사 질문지를 배포하기로 계획하여 본 연구의 조사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

였다. 배포한 170부의 질문지 중 사전/사후 156부가 회수 되어 본 연구에 적용되었다. 

연구도구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5문항과  Daly & Miller(1975a)가 

개발한 English Writing Anxiety Test(EWAT) 29문항과, Petrić & Czarl (2003)이 개

발한 English Writing Strategy Test(EWST) 38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

성관련 5문항은 대상자의 연령, 해외연수/거주경험, 토익점수소지여부, 영작문선호도, 

영어쓰기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EWAT 측정문항은 15개의 

부정형 문장(1,5,6,8,9,14,17,19,22,23,25,26,27,28,29)을 포함하며, 또한, 14개의 긍정형 

문장(2,3,4,7,10,11,12,13,15,16,18,20,21,24)으로 구성되어있다. 15개의 부정형 문장은 

영작문 회피에 대한 3문항(1,8,27) 영작문 불안에 대한 8문항 (6,9,14,17,22,28,29), 영

작문 평가에 대한 두려움 5문항(5,19,23,25,26)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작문 불안도는 낮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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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질문

1* 나는 영어 글쓰기를 피한다. 

2 나는 선생님께 내가 쓴 영어 작문 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렵지 않다.

3
나는 선생님 외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쓴 영어 작문 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두

렵지 않다.

4 나는 내 상각을 영어로 쓰는 것이 기대된다.

5*
나는 내가 쓴 영작문 글들이 평가 받을 거라는 것을 알면 영어 작문하는 것이 두려

워진다.

6* 영작문 수업을 듣는 것은 나에겐 매우 두렵다. 

7 영작문을 제출할 대 기분이 좋다.

8* 나는 영어 작문을 시작하면 머리가 백지가 된다. 

9* 나는 영어로 글을 써봄으로써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인 것 같다.

10 시중에 출판되는 잡지에 내가 쓴 영어작문 글을 보내면 재미있을 것 같다.

11 나는 내 생각을 영어로 작문을 해 보는 것을 좋아한다. 

12
나는 영어로 작문 할 때 내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한

다.

13 나는 내가 쓴 영어작문을 친구들일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14* 나는 영어로 글을 쓰는 것이 긴장된다.

15 사람들이 내가 영어로 쓴 글을 좋아하는 것 같다.

16 나는 영어 작문 하는 것이 즐겁다.

17* 나는 영어로 내 생각을 분명히 표현할 수 없는 것 같다.

18 영어로 글을 써보는 것은 즐겁다.  

19* 나는 영어작문 수업이 시작되기 전 나는 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20 나는 영어로 종이에 내 생각들을 적어보는 것을 좋아한다.

21 다른 사람들과 내 영어 작문 글에 대해 의견을 나누어 보는 것은 즐거운 경험이다.

22* 나는 영작문 시간에 내 생각들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해석한다. 반면, 15개의 부정형 문항 중의 경우는 반대로 점수가 낮을수록 영작문 불

안도는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2> Daly & Miller (1975a)/Cheng (1998) 

English Writing Anxiety Test(EW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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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나는 내가 영어작문 한 것을 제출하면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 거란 생각이 든다.

24 영어 작문을 하는 것은 나에게는 쉬운 일이다.

25* 다른 사람들만큼 내가 영어작문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6* 나는 내가 쓴 영어 작문 글을 평가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27* 나는 영어로 작문 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

28* 영어로 글을 쓸 때 문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될까 불안하다.

29* 영어로 글을 쓸 때 무엇을 써야 할지 떠오르지 않게 될까봐 불안하다.

전략

단계

전략

문항
질문

영작문 

준비

단계

1 나는 글을 쓰기 위한 시간 계획을 짠다

2 나는 글을 쓰기 전에 글쓰기 관련 요청 사항을 수정한다.

3 나는 원어민 또는 전문가가 쓴 예를 자세히 살펴본다.

4
나는 쓰기 계획이나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보지 않고 영어 글쓰기를 시작한

다.

5
나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마음으로 쓰기 계획을 세우

지만 종이에 적어보지는 않는다.

6 나는 쓰기 전에 쓸 주제와 관련한 단어나 짧은 내용들을 적어본다.

7 나는 쓰기 전에 쓸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적어본다.

8 나는 모국어로 간단한 내용이나 개요를 적어본다.

영작문

단계

1 나는 도입부로 시작한다.

2 나는 각 문장을 쓴 후 다시 살펴보기 위해 쓰기를 멈춘다.

3 나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대한 몇 문장 또는 전체 단락을 쓴 후 도하는 한 

(*역코딩 문항)

EWST 38문항은 영작문 준비 단계 8문항, 영작문 단계 14문항, 영작문 수정단계 

1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3점),’ ‘그렇지 않다(2점),’ ‘매우 그렇지 않다(1점)’으로 구성되어있

다. 점수가 높을수록 영어작문 사용전략 사용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3>  Petrić & Czarl (2003) English Writing Strategy Test(EW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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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을 써본 후 멈춘다.

4 나는 이어갈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내가 써온 내용을 다시 읽어본다.

5 나는 내 아웃라인(전체 내용틀)로 다시 돌아가 바꿔본다.

6
나는 내 모국어로 문장을 조금 써보고 나서 그 모국어 문장을 영어로 바꾼

다. 

7 나는 문법이나 어휘력에선 확실하다.

8
나는 내 생각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을 때 내가 쓰고자 하는 것

들을 단순화시켜본다.

9
영어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나는 모국어로 그 단어를 써본 후 그에 적

절한 영어단어를 찾아본다.

10
영어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나는 내가 아는 비슷한 영어 단어를 찾아

본다.

11 영어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쓰기를 멈추고 사전에서 찾아본다.

12 나는 영한/한영사전을 사용한다.

13 나는 영영사전을 사용한다.

14 나는 쓰는 동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

영작문 

수정

단계

1 나는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본다.

2 나는 모든 문장을 다 쓴 후 내가 쓴 내용을 눈으로 읽어보기만 한다.

3 나는 모든 문장을 다 쓰면 다시 읽어보지 않고 제출한다.

4 나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을 찾아본다.

5 나는 문장을 고칠 때 어휘를 바꾼다.

6 나는 문장을 고칠 때 문장구조를 바꾼다.

7 나는 문장을 고칠 때 글의 구조나 형식을 바꾼다.

8 나는 문장을 고칠 때 글 내용을 바꾼다.

9 나는 영작문한 것을 수정할 때 (수정이 필요한) 한 부분에 집중한다.

10 나는 초안을 포기하고 새로 다시 쓴다.

11 나는 내 에세이가 에세이 필요조건사항에 맞는지를 체크해본다.

12
나는 며칠 간 영작문한 것을 내버려두다가 며칠이 지난 후 새로운 시각으

로 다시 영작문한 것을 살펴본다.

13 나는 영작문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요청한다.

14
나는 같은 주제에 대해서 쓴 내 친구의 영작문과 내가 쓴 영작문을 비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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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나는 영작문 과제를 완수한 후 내 자신에게 일종의 보상을 하는 편이다.

16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후 내가 한 실수를 체크하고 피드백에

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측정도구 중 EWAT 신뢰도는 Cronbach's α= .928, EWST 신

뢰도는 Cronbach's α= .927이었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2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척도분석, 빈도분석, One-way ANOVA, paired t-test, corelation test등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대는 ‘20세 이상 25세미만(141명,90.4%),’ ‘25세 이상 30세미만(9명, 

5.8%),’ ‘30세 이상 35세미만이 (3명,1.9%),’ ‘35세 이상 40세미만(2명,1.3%),’ ‘40세 

이상(1명,0.6%)’로 나타났다. 또, ‘해외거주나 연수 경험이 없다(98명,63.8%),’ ‘3개

월~6개월(48명,30.8%),’ ‘12개월 이상(10명,6.4%)’로 답하였다. 대상자의 영어능력 수

준을 파악하기 위한 토익점수에 대한 질문에는 ‘없음(6명,3.8%),’ ‘500점미만(56

명,35.9%),’ ‘500점~600점(43명,27.6%),’ ‘600점~700점(38명,24.4%),’ ‘700점 이상(13

명, 8.4%)’로 토익 평균 600점대로 봤을 때 대상자 대부분의  영어 능력 수준은 중하

위권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영작문을 좋아한다는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다(130

명, 83.3%)’, ‘그렇다(26명,16.7%)’로 답하였으며, 영작문 선호도 부분에서는 낮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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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전 사후

t p(유의확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2.724 ±1.150 3.096 ±1.070 -3.106 .002**

2 2.667 ±1.182 2.955 ±1.025 -2.564 .011*

3 2.628 ±1.143 2.718 ±.982 -.818 .414

4 2.731 ±1.037 2.692 ±.884 .359 .720

5 2.788 ±1.265 3.244 ±1.037 -3.527 .001**

6 3.372 ±1.108 3.769 ±.956 -3.385 .001**

7 2.660 ±.876 2.474 ±.799 2.046 .042*

8 3.109 ±1.184 3.372 ±.938 -2.171 .031*

9 3.872 ±1.274 4.282 ±.708 -3.503 .001**

10 2.513 ±1.104 2.846 ±1.072 -2.877 .005*

11 2.622 ±1.043 2.679 ±.902 -.530 .597

12 2.385 ±1.116 2.365 ±.788 .181 .857

13 2.212 ±1.125 2.128 ±.856 .756 .451

14 2.654 ±1.111 3.013 ±1.003 -2.842 .005*

15 2.301 ±1.012 2.218 ±.703 .899 .370

호도를 보였으며, 영어쓰기를 좋아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아니다(140명, 89.7%),’ 

‘그렇다(16명,10.3%)’로 답하여 대상자들은 영어쓰기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영작문 불안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학습 활동을 경험한 대상들의 영작문 불안에 

대한 사전/사후 응답에 대해 paired t-test 분석을 실시하여 사전/사후 차이를 살

펴보았으며, 다음과 같다<표 4>

<표 4> 영작문 불안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N=156, *p<0.05,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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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686 ±1.002 2.712 ±.850 -.243 .809

17 2.788 ±1.096 3.128 ±.949 -2.878 .005*

18 2.853 ±.989 2.853 ±.856 0.000 1.000

19 3.013 ±1.119 3.340 ±1.006 -2.933 .004**

20 2.692 ±1.057 2.667 ±.868 .235 .815

21 2.865 ±1.042 2.923 ±.913 -.523 .602

22 2.606 ±1.029 2.840 ±.884 -2.150 .033*

23 2.885 ±1.022 3.135  ±.958 -2.318 .022*

24 2.186 ±1.135 2.045 ±.806 1.286 .200

25 2.615 ±1.013 2.859 ±.980 -2.337 .021*

26 2.692 ±1.014 3.109 ±.994 -3.611 .000**

27 2.468 ±1.012 2.731 ±.882 -2.573 .011*

28 2.449 ±1.103 2.718 ±1.046 -2.375 .019*

29 2.872 ±1.058 3.122 ±1.080 -2.335 .021*

<표 4>에서 보듯이,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지를 경험한 

대상자들의 EWAT 측정 결과, 대상자들은 영작문 회피에 대한 3문항(1,8,27)중 2

개문항(1번, 8번), 영작문 불안에 대한 8문항 (6,9,14,17,22,28,29)중 5개문항(6, 9, 

17, 22, 29) 영작문 평가에 대한 두려움 5문항(5,19,23,25,26)중 5개 문항(5, 19, 23, 

25, 26), 그리고, 긍정형 문항 14개문항에서는 2번, 10번, 13번 사전/사후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었다(p<0.05. p<0.005). 

3. 영작문 전략 사용에 대한 사전/사후 차이

영작문전략 사용에 대한 사전/사후 조사 결과에 대하여 빈도 분석, One-way 

ANOVA, paired t-test,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들의 영작문 전략 사용

에 있어서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표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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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사전 사후

t p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편차

영어

작문

단계

1 1.718 ±.505 2.750 ±1.426 -8.202 .000**

2 2.442 ±1.160 2.436 ±.874 .057 .954

3 2.692 ±1.045 2.840 ±.912 -1.352 .178

4 2.917 ±1.130 2.917 ±1.003 0.000 1.000

5 2.865 ±1.151 2.551 ±.999 2.674 .008*

6 2.769 ±1.095 2.609 ±1.007 1.349 .179

7 3.071 ±1.066 3.218 ±.946 -1.286 .200

8 2.917 ±1.175 3.026 ±.990 -.899 .370

영어로  

작문

하는   

단계

1 2.962 ±1.089 3.160 ±.987 -1.844 .067

2 3.365 ±1.136 3.385 ±1.000 -.161 .872

3 3.045 ±1.056 3.038 ±1.028 .053 .958

4 3.538 ±1.144 3.558 ±1.043 -.158 .874

5 2.846 ±1.042 2.994 ±1.013 -1.299 .196

6 3.218 ±1.225 3.288 ±1.136 -.519 .604

7 2.096 ±1.082 2.000 ±.700 .894 .373

8 3.314 ±1.021 3.372 ±1.030 -.491 .624

9 3.385 ±1.116 3.532 ±1.031 -1.199 .232

<표 5> 영작문 전략 사용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EWST 단계별  사전/사후 전략 사용 비교

  (N=156)

전략단계 사전 문항 전체 평균 사후 문항 전체평균 사전/사후 차이

영작문

준비단계
2.635 2.793 +.157

영작문

작문단계
3.133 3.813 +.680

영작문

수정단계
2.907 2.805 -.102

EWST 문항별 사전/사후 평균 비교

(N=156*p<0.05,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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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558 ±1.043 3.551 ±1.012 .057 .955

11 3.564 ±1.176 3.564 ±1.114 0.000 1.000

12 3.673 ±1.266 3.718 ±1.052 -.352 .725

13 2.314 ±1.264 2.019 ±.919 2.363 .019**

14 3.346 ±1.151 3.378 ±1.326 -.244 .808

영어로 

작문한 

후 

수정단계

1 2.808 ±1.170 2.949 ±1.112 -1.148 .253

2 3.263 ±1.042 2.897 ±1.042 3.370 .001**

3 2.160 ±1.194 1.878 ±.773 2.509 .013*

4 3.288 ±1.164 3.353 ±1.071 -.553 .581

5 3.122 ±.986 3.161 T.984 -.423 .673

6 2.987 ±1.066 3.038 ±.990 -.470 .639

7 2.808 ±.944 2.795 ±.982 .132 .895

8 2.699 ±1.019 2.481 ±.846 2.045 .043

9 3.449 ±.952 3.115 ±.997 3.355 .001**

10 2.468 ±1.056 2.090 ±.739 3.714 .000**

11 3.109 ±1.063 3.224 ±1.038 -.982 .328

12 2.590 ±1.089 2.327 ±.866 2.391 .018*

13 2.974 ±1.119 3.032 ±1.066 -.413 .681

14 2.936 ±1.145 2.756 ±1.109 1.370 .173

15 2.333 ±1.056 2.179 ±.905 1.450 .149

16 3.513 ±1.178 3.583 ±1.047 -.583 .561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활동을 수행한 대상자들의 영작문 전략상의 

사전/사후 차이는 상관관계 분석 결과, 사전/사후 Pearson 상관관계수 =+.876점, 유의 

확률 .000(p<0.001)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 적용한 모국어를 활

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활동은 학습자의 영작문 전략의 준비단계, 작문단계, 

수정단계의 각 단계별 전략 사용의 사전/사후 비교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다. 하지만, 항목별 사전/ 사후 비교 결과, 전략 사용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났다. 즉, t 값이 높을수록 전략 사용이 늘어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t값이 낮을

수록 전략사용은 줄어든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영작문 준비단계의 ‘나는 글을 쓰기 

위한 시간 계획을 짠다(항목 1번)’에 대한 사용전략사용은 사전보다 사후에 눈에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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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들었으며(t=-8.202, p<0.000), ‘나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마

음으로 쓰기 계획을 세우지만 종이에 적어보지는 않는다(5번)’의 경우에는 사용전략 

빈도가 늘어났음이 나타났다(t=2.674, p<0.05). 또, 영작문 단계 13번 전략‘나는 영영

사전을 사용한다’의 문항은 전략사용빈도가 늘어났다(t=2.363, p<0.05). 마지막으로 영

작문 수정단계에서 2번 ‘나는 모든 문장을 다 쓴 후 내가 쓴 내용을 눈으로 읽어보기

만 한다’라는 전략문항(t=3.370, p<0.005)과 3번‘나는 모든 문장을 다 쓰면 다시 읽어

보지 않고 제출한다’의 전략문항(t=2.509, p<0.05), 그리고 9번 ‘나는 영작문한 것을 

수정할 때 (수정이 필요한) 한 부분에 집중한다’의 문항(t=3.355, p<0.005), 10번문항 

‘나는 초안을 포기하고 새로 다시 쓴다’(t=3.714, p<0.005), 마지막으로 12번 문항‘나

는 며칠 간 영작문 한 것을 내버려두다가 며칠이 지난 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영작

문한 것을 살펴본다’(t=2.391, p<0.05)에서 사전보다 사후 전략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6>

<표 6> 영작문 전략 단계별 사전/사후 차이

           사전/ 사후  영작문 준비단계 전략 사용 순위  (N=156)

전략

순위

사전 영작문 준비단계 전략 사후 영작문 준비단계 전략

전략문항 평균 전략문항 평균

1
7. 나는 쓰기 전에 쓸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적어본다.

3.026
7. 나는 쓰기 전에 쓸 내용에 
대한 개요를 적어본다.

3.218

2
4. 나는 쓰기 계획이나 마음으
로 계획을 세워보지 않고 

영어글쓰기를 시작한다.
2.846

8. 나는 모국어로 간단한 내용
이나 개요를 적어본다.

3.026

3
8. 나는 모국어로 간단한 내용
이나 개요를 적어본다.

2.840
4. 나는 쓰기 계획이나 마음으
로 계획을 세워보지 않고 

영어글쓰기를 시작한다.
2.917

4

5. 나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것
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마음

으로 쓰기 계획을 세우지만 

종이에 적어보지는 않는다.

2.833
3. 나는 원어민 또는 전문가가 
쓴 예를 자세히 살펴본다.

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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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순위

사전  영작문 단계 전략 사후 영작문 단계 전략

전략문항 평균 전략문항 평균

1
12. 나는 영한/한영사전을 사
용한다.

3.673
12. 나는 영한/한영사전을 사
용한다.

3.718

2
11. 영어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쓰기를 멈추고 사

전에서 찾아본다.
3.551

11. 영어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쓰기를 멈추고 사

전에서 찾아본다.
3.564

3
10. 영어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나는 내가 아는 비

슷한 영어단어를 찾아본다.
3.545

4. 나는 이어갈 아이디어를 얻
기 위해 내가 써온 내용을 

다시 읽어본다.
3.558

4
4. 나는 이어갈 아이디어를 얻
기 위해 내가 써온 내용을 

다시 읽어본다.
3.474

10. 영어로 단어가 생각나지 
않을 때 나는 내가 아는 비

슷한 영어단어를 찾아본다.
3.551

사전/사후 영작문 단계 전략 순위 (N=156)

  사전/사후 영작문 수정단계 전략 순위 (N=156)

전략

순위

사전 영작문 수정단계 사후영작문 수정단계

전략문항 평균 전략문항 평균

1

16.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피드
백을 받은 후 내가 한 실수

를 체크하고 피드백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한다.

3.513

16.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피드
백을 받은 후 내가 한 실수

를 체크하고 피드백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려 한다.

3.583

2
9. 나는 영작문한 것을 수정할 
때 (수정이 필요한 ) 한부
분에 집중한다.

3.449
4. 나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
면 사전을 찾아본다.

3.353

3
4. 나는 고쳐야 할 부분이 있
으면 사전을 찾아본다.

3.288
11. 나는 내 에세이가 에세이 
필요조건 사항에 맞는지를 

체크해 본다.
3.224

4
2. 나는 모든 문장을 다 쓴 후 
내가 쓰 내용을 눈으로 읽

어보기만 한다.
3.263

5. 나는 문장을 고칠 때 어휘를 
바꾼다.

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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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이 학습자의 영어 학습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 연구 결과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영어 불안감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패러프레이징 영어 학습 활동을 경험한 156명의 대상자들은 

영어 불안도 측정에서 영작문 회피에 대한 3문항(1,8,27)중 2개문항(1번, 8번), 영작문 

불안에 대한 8문항 (6,9,14,17,22,28,29)중 5개문항(6, 9, 17, 22, 29) 영작문 평가에 대

한 두려움 5문항(5,19,23,25,26)중 5개 문항(5, 19, 23, 25, 26), 긍정형 문항 14개 문항

에서는 2번, 10번, 13번에서 점수 향상을 보여 불안도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이 학습자들의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을 말해 준다.  

또한,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영작문 전략 사

용에도 영향을 미쳤다.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을 경험한 대

상자들은 영작문 전략 사용이 늘어났으며, <표 5>, <표 6>에서와 같이 영작문 전략사

용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모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을 경

험한 대상자들은 ‘영작문 준비단계’의 ‘나는 쓰기 전에 쓸 내용의 개요를 적어본다’라

는 전략 항목에서 사전/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p<0.005), 사전대비 사후 전략 

사용이 높아졌음 알 수 있었다. 반면, ‘나는 내가 쓰고자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마음으로 쓰기 계획을 세우지만 종이에 적어보지는 않는다’라는 전략 항목은 사전대

비 사후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지만, 이는 전략 사용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감

소한 것으로 사용빈도상의 차이가 있었다. 단계별 전략 사용을 비교한 결과에서는‘영

작문 후 수정단계’의 전략 항목 중 5개 전략 항목의 사용 빈도가 높아졌다. 이는 모국

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이 하위 학습자들이 선호하지 않았던 원

문 베끼기(Copy)에서 벗어난 작문 수정 활동을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

국어를 활용한 패러프레이징 영작문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영작문 전략사용을 촉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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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영작문 전략 사용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

한 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영어에서 영어로의 패러프레이징 영작 수행 전 모국어에 

기반한 영작문 준비 단계 과정을 학습활동에 접목하여 설정함으로써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자들의 불안감을 낮추고 영작문 전략 사용을 촉진시켰다는 점에서 학습효과

를 지녔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이 단일 성(gender)으로 

된 집단이라는 점, 그리고, 다양한 전공이나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

괄적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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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araphrasing-based English Writing Activity 
on  Learner's English Learning

Cho, Eunhyeong (Seoul Women's Nursing College)

This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 of paraphrasing-based English writing 

activity on learner's English learning. Targeting 156 subjects, pre/post tests using the 

English Writing Anxiety Test (Daly&Miller, 1975a) and English Writing Strategy 

Test(Petrić & Czarl, 2003) were conducted in order to identify the degree of learner's 

writing anxiety and the change of the frequency on learner's English writing strategy. 

For the tests, a teaching model for paraphrasing-based English writing activity was 

designed by a researcher and it was applied to a real English class of a college to 

identify the improvement of the participants' English writing proficiency.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ctivity, experiencing paraphrasing-based writing activity 

in the class showed a positive effect and lessened the participants' English writing 

Anxiety, and also, the writing strategies that the participants used have significantly 

changed. 

Key Words: paraphrasing, writing activity, English Writing Anxiety, English writing 

strategy, English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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