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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습유형 선호도에 따라 제 2언어 글쓰기 과정 및 결과물에서 학습자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자료 수집은 영어를 제 2언어로 학습하는 20명

의 한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들의 학습유형 선호도를 측정하

는 도구로 허니와 뭄포드의 학습유형 질문지가 사용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이 글쓰기 

과정에서 수행한 생각말하기 자료 및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회상하여 기록한 저널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유형 선호도와 영어 글쓰기 과정 및 전략 사용 간에 연관성이 있

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영어 에세이의 언어지표로서 정확성, 유창성, 복잡성 및 질적 

점수(분석적 채점 점수 및 총체적 채점 점수)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유형 선호도와 글

쓰기 결과물 간에 연관성이 있는지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Theorist 유형에 강한 선호

를 보일수록 개요 작성을 중시하고 아이디어 탐색 및 수정작업에 인색한 반면, 

Activist 및 Reflector 유형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개요를 간략하게 작성하는 대신 

이후의 아이디어 탐색 및 수정작업을 활발하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영어 에세

이의 언어지표 및 질적 수준에서는 학습유형 선호도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지 않았다.

주제어 : 학습유형 선호도, 영어 글쓰기 과정, 영어 글쓰기 전략 사용, 영어 에세이, 

한국인 대학생

* 본 연구는 2015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140  영미연구 제37집

I. 서 론 

   
사람들마다 글쓰기에 대한 태도, 글쓰기 과업을 수행하는 방식, 그리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글쓰기 전략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Hartley & Branthwaite, 1989; Jensen 

& DiTiberio, 1984; Kellogg, 1986; Torrance, Thomas, & Robinson, 1994, 2000). 예

를 들어 초고를 쓰기 전에 먼저 개요를 상세하게 작성하는데 긴 시간을 투자하는 사

람들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개요를 바탕으로 일단 초고를 완성하고 여러 번 수정하

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개요 작성과 수정 과정에 비슷한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배분

하는 사람들도 있다(Torrance, Thomas, & Robinson, 1994, 2000). 또한 성공적인 전

문가 필자들의 경우에도 선호하는 글쓰기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며 이들의 글쓰기 

전략 및 태도는 글쓰기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Hartley & Branthwaite, 1989). 

글쓰기 과정 및 전략 사용에서 관찰되는 개인의 선호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글쓰기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 과정, 전략 및 기법이 작문 결과물의 언어적 특징 

및 질적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가 습관적으로 취하게 

되는 글쓰기 수행 방식을 고찰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규명하는 것은 글쓰기 

교육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습과정 및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을 고찰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습자의 인지유형(cognitive styles)이나 성격유형(personality types)이 학습과정과 학

업성취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시사된다(Allinson & Hayes, 1988; 

Bahrami, 2015; Kolb, 1984; Komarraju, Karau, Schmeck, & Avdic, 2011). 반면 글쓰

기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학습자의 인지유형이나 성격유형에 따른 글쓰기 수행 방식

의 차이나 작문 결과물에서의 차이를 시사하는 연구는 모국어 쓰기 분야에서도 소수

에 그친다. 더욱이 제 2 언어 글쓰기 분야에서는 학습자의 인지유형 및 성격유형에 따

라 글쓰기 과정 및 전략 사용에서 보이는 개인의 선호를 고찰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

렵다. 그러나 영어 학습자의 모국어 글쓰기와 영어 글쓰기 과정을 비교한 아든트의 연

구에서 학습자의 글쓰기 행동 및 전략 사용은 모국어로 쓰느냐 제 2 언어로 쓰느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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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Ardnt, 1987),  제 2 언어 글쓰기 

과정 및 전략 사용에서도 인지 및 성격유형에 따른 개인차가 관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성격유형에 따른 글쓰기 수행 방식의 차이를 고찰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젠슨과 디

티베리오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글쓰기 과정을 관찰하고 이들의 에세이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성격유형별로 글쓰기 과정에서 보이는 강점과 취약점, 나아

가 에세이 결과물에 나타난 언어적 특징을 비교 기술하였다(Jensen & DiTiberio, 

1984). 이후 몇몇 후속 연구에서 학습자의 성격유형과 작문 결과물의 언어적 특징이 

연동되는 지 여부를 탐색하였다(Boroujeni, Roohani, & Hasanimanesh, 2015; 

Callahan, 2000; Carrell &  Monroe, 1993; Layeghi, 2011; Marefat, 2006). 이들 선행

연구에서는 성격유형과 글쓰기 수행 간의 연관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지만 

연구결과가 서로 상충하거나 모호하여 일반화가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성격유형이 개인의 행동, 감정, 태도라는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글쓰기와 같이 구체적인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접근 방식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먼, 기저 층위에 존재하는 변인이라는 점에 기인한 결과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다룬 성격유형 대신 학습유형(learning 

style), 혹은 정보처리(information processing) 층위에서의 학습자간 차이가 제 2 언어 

글쓰기 수행을 설명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임스와 가드너에 따르면, 학습유형이란 특정한 학습 상황에서 개인이 정보를 처

리하거나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규칙적으로 보이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특징들로, 특정한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의 학습 성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하였다(James & Gardner, 1995). 글쓰기 과정 역시 학습자가 정보를 선택

하고 처리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학습유형은 학습자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선택하는 글쓰기 행동 및 전략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 기

존의 문헌에서 학습유형과 학습과정 혹은 학업성취도 간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들은 

다수 있지만 학습유형과 글쓰기 수행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탐색한 연구는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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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글쓰기 분야뿐만 아니라 모국어 글쓰기 분야에서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습유형과 제2언어 글쓰기 수행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지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의 글쓰기 수행 방식에 대한 이해

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학습자의 정보처리 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해석이 용이한 허니와 뭄포드

의 학습유형 질문지(Learning Styles Questionnaire: LSQ)를 사용하였다(Honey & 

Mumford, 1992, 2000). 또한 소규모의 영어 학습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

의 글쓰기 과정뿐만 아니라 글쓰기 결과물에서의 차이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

다.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1) 한국인 대학생들의 학습유형 선호도와 이들의 영어 글쓰기 과정 및 글쓰기 전

략 사용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2) 한국인 대학생들의 학습유형 선호도와 이들의 영어 에세이 평가 지표(질적 점

수 및 언어지표) 간에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성격유형과 제 2 언어 글쓰기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격유형에 따른 제 2 언어 글쓰기 과정 및 전략 사용에서의 

차이를 직접 고찰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성격유형 요인들과 제 2 언어 

작문 결과물의 평가지표 간의 연관성을 경험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소수 존재한다. 구

체적으로 카렐과 먼로는 젠슨과 디티베리오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native English-speaking: NES) 대학생 집단, NES 기초 학습자 집단, 그리고 

ESL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MBTI 성격유형에 따라 에세이 평가 지표들(총

체적 점수, 글의 유창성, 통사적 복잡성 및 어휘의 다양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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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Carrell & Monroe, 1993; Jensen & DiTiberio, 1984). 연구 결과, 세 집단

에 걸쳐 어휘의 다양성은 직관형 지표(intuitive scale)와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감

각형 지표(sensing scale)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러나 이 결과를 제외하고는 에

세이 평가 지표들과 성격유형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는 학습자 집단에 따라 다양한 차

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ESL 학습자들에서는 통사적 복잡성이 사고형 지표(thinking 

scale) 및 감정형 지표(feeling scale)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NES 기초 학습자들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보다 최근의 연구들로 마레파트

는 성격유형이 영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 평가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고 보고한 반면(Marefat, 2006), 외향성(extroversion)과 내향성(introversion) 

유형이 영어 학습자의 글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라예히 연구와 보로제니 

등의 연구는 내향적인 학생들이 외향적인 학생들에 비해 높은 수행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다(Boroujeni, Roohani, & Hasanimanesh, 2015; Layeghi, 2011). 

정리하면 제 2 언어 글쓰기 분야에서 성격유형과 글쓰기 과정 및 전략 사용간의 연

관성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또한 성격유형이 글쓰기 능력 혹은 작문 결과

물의 평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다소 모호하거나 상충되는 결

과를 제시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성격유형이 개인의 행동, 감정, 태도라는 광범위

하고 복합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 기저 변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 언어 글쓰기와 

같이 특정한 과제에 대한 학습자의 대처 방식의 특징(차이)을 성격유형으로 설명하려

는 접근 방식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다룬 

성격유형 대신 인지유형 중 특히 학습유형 혹은 정보처리 유형을 예측변인을 하여 제 

2 언어 글쓰기 수행에 나타나는 특징을 설명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탐색하였다. 

2. 학습유형(정보처리 유형)과 학습 과제 수행 간의 연관성

학습유형에 관련한 논의는 학습자가 선호하는 정보 처리 방식에 따라 학습과정 및 

학업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Cassidy, 2004; Kemp, 



144  영미연구 제37집

Morrison, & Ross, 1998; Pashelr, McDaniel, Rohrer, & Bjork, 2008). 즉 학습자가 평

소 자연스럽게 사용하거나 선호하는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는 과제나 활동이 제공된다

면 학습 효과가 고양되고 학습자의 잠재 능력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반면 

학습자가 선호하지 않는 인지과정을 요구하는 과제나 활동이 제공될 경우, 학습자는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학습 효과도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연구자들이 학습자가 선호하는 정보처리 방식으로서의 학습유형이 이들의 과

제 수행 방식 및 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Allinson & Hayes, 1988; 

Kolb, 1984; Komarraju, Karau, Schmeck, & Avdic, 2011). 예를 들어, 코마라주 등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격특질, 학습유형 및 학업성취도 간의 관계를 탐색한 결과, 성

격특질(openness, agreeableness, conscientiousness)과 정보처리 유형(synthesis 

analysis, methodical study, fact retention, elaborative processing)이 학업성적에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omarraju, Karau, Schmeck, & Avdic, 2011). 또한 허

니와 뭄포드가 기술한 4개 학습유형(Activist, Reflector, Theorist, Pragmatist)을 바탕

으로(Honey & Mumford, 1992), 시험 형식에 대한 학습자 적응도를 고찰한 생스터는  

Activist 선호도가 높을수록 객관식 유형의 시험에 대한 적응도가 낮게 나타났다고 하

였다(Sangster, 1996).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학습유형이 개인의 학습과제 수행 방식 및 성취도를 설명하

는데 중요한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글쓰기 역시 개인이 인지적으

로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고 조직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학습자

가 글쓰기 과정에서 습관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나 전략 사용 양상에서 학습유형에 따

른 개인차가 관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학습유형이 제 2 언어 글쓰기 수행, 즉 

글쓰기 과정 및 전략 사용과 작문의 평가지표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면 제 2 

언어 학습자의 글쓰기 수행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글쓰기 교육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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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편의표집 방

식으로 32명의 대학생들을 모집한 후 이들에게 기초 배경 정보 및 허니와 뭄포드의 

학습유형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Honey & Mumford, 1992, 2000). 이들의 응답 결

과를 바탕으로 총 20명의 연구 참여자가 선정되었다. 최종 참여자 선정 기준은 먼저 

초중등 교육을 국내에서 수학한 학생들로 선정함으로써 영어 글쓰기 및 학교 교육 경

험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요소가 개입할 가능성을 낮추고자 하였다. 또한 허니와 뭄포

드가 기술한 4개 학습유형 중 1개 유형에 한해 '매우 강한 선호도(very strong 

preference)'를 보임으로써 학습유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학생들로 선정하였다. 나

아가 각 학습유형 별로 학생들이 균등한 숫자(5명)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학

습유형과 글쓰기 수행 간의 연관성이 보다 선명하게 관찰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자 

하였다. 최종 연구 참여자는 남자 5명과 여자 15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22.6세이

다. 참여자들의 자기 보고에 따른 언어능숙도 점수는 TOEIC 점수 기준 500-900점대

로 평균 761점(SD = 141.32)이다. 

2. 연구 도구

1) 허니와 뭄포드의 학습유형 설문지(Honey & Mumford, 1992,2000)1)

본 연구는 학습유형을 개인이 보다 선호하고 익숙하게 선택하는 정보처리 방식

(information processing) 이라고 정의한 콜브의 관점을 따른다(Kolb, 1984). 아울러 학

습유형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콜브의 경험적 학습 모형(Experience Learning Model)에 

기반을 두고 설계된 허니와 뭄포드의 학습유형 설문지(Learning Styles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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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Q)를 사용하였다. LSQ는 학습유형과 진로적성, 학습 전략 및 학업 성취도 간의 관

련성을 고찰하려는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Huang & Busby, 

2007; Lashley & Baron, 2006).

LSQ는 4개의 학습유형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선호를 묻는 8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다. 따라서 LSQ 응답 결과는 4개 학습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상대적인 선호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응답자는 보다 강한 선호도를 보인 학습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된다. 

각 학습유형의 특징 및 예시문항은 아래 표 1과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1. LSQ의 학습유형의 특징

학습유형 특징

Activist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공동 작업을 즐

기며 직접 경험할 때 보다 효과적인 학습을 한다.

Theorist 이론이나 개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습하며 논리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Reflector
현상이나 문제를 대할 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귀

를 기울이며 결정에 이르기까지 신중하게 행동한다.

Pragmatist
문제와 실생활을 연결시키는 데 능하며 실용적이고 실생활에 적용이 가능

한 과제나 활동을 선호한다.

표 2. 학습유형 별 예시 문항

학습유형   예시   문항

Activist 2. 나는 종종 가능성 있는 결과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

Theorist   1. 나는 옳고 그른 것과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Reflector  
7. 나는 내가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일을 
좋아한다.

Pragmatist  
5.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는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지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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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예>로 표기된 문항에는 1점, <아니오>로 표기된 문항에는 0점을 부여함으로

써 학습유형별 점수가 합산된다. 허니와 뭄포드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유형

별 점수가 의미하는 선호도의 정도를 해석하는 기준을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Honey & Mumford, 2000). 즉 응답자의 Activist 점수가 16이고 Theorist 점수가 10 

이라면 이 응답자는 Activist 유형에 대해서 '매우 강한 선호도(very strong preference)'

를, Theorist 유형에 대해서는 '낮은 선호도(low preference)'를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학습유형 선호도 해석 기준(Honey & Mumford, 2000)

학습유형 VLP LP MP SP VSP

Activist 0 - 3 4 - 6 7 - 10 11 - 12 13 - 20

Theorist 0 - 7 8 - 10 11 - 13 14 - 15 16 - 20
Reflector 0 - 8 9 - 11 12 - 14 15 - 17 18 - 20

Pragmatist 0 - 8 9 - 11 12 - 14 15 - 16 17 - 20

* VLP: very low preference(아주 낮은 선호), LP: low preference(낮은 선호), MP: moderate 

preference(보통 선호), SP: strong preference(강한 선호), VSP: very strong preference(아주 강한 

선호).

2. 연구 절차

1) 허니와 뭄포드 학습유형 설문지 응답하기

연구 참여자들의 학습유형 선호도를 탐색하기 위하여 허니와 뭄포드가 개발한  

LSQ 설문지가 시행되었다(Honey & Mumford, 1992, 2000). 본 연구에서는 영어 원

문에 대해 응답자가 해석의 오류를 범하거나 심리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번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1 단계로 본 논문의 저자들이 원문의 문항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다음 단계로 영

어교육학 박사학위를 보유한 전문가가 한국어 번역 문항들을 토대로 영어로 역 번역

하였다. 제 3단계에서는 제3의 검토인과 두 저자가 각각 원 문항과 역 번역된 문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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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점검함으로써 한국어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제 4단계에서 본 연구에 참여하

지 않은 대학생 12명을 대상으로 모의 응답 절차를 실시하여 어색하거나 이해하기 어

려운 문구가 없는 지 확인하였다. LSQ 설문지 응답에는 10분에서 15분이 소요되었다. 

2) 영어 글쓰기 및 생각 말하기(think-aloud) 과제 수행하기

학습유형별 글쓰기 과정 및 전략사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게 생각

말하기를 하면서 영어 글쓰기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먼저 학생들이 생각 말하기 

기법에 익숙해지도록 제 1저자가 생각 말하기 기법에 대해 구두 설명을 제공하고 직

접 시범을 보였다. 이어서 2회에 걸쳐 학생들이 직접 생각 말하기 기법을 연습하도록 

하였다. 

영어 글쓰기 과제는 개인적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는 주제로 지문을 

구성하였다. 이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학교 과제 및 공인영어능력시험 등에서 논설문

이나 설명문 양식의 글쓰기 훈련에 빈번하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어 글쓰기 지문은 아래와 같다. 

Imagine that you build a house for yourself. What would you want to have 

in your house? How would your family members like your plan?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 몰두함으로써 평소 선호하는 방식대로 글쓰기 과제를 수

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한을 두지 않았고 사전 사용도 허용하였다. 학생들이 글쓰기 과

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40분에서 2시간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였다. 학생들의 

동의하에 생각 말하기 발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이후 저자들에 의해 전사되었다. 전

사 분량은 MS word, 바탕체, 폰트 10 기준으로 48장이다. 학생들의 영어 에세이는 수

거하여 타이핑한 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3) 글쓰기 과정에 관한 회상저널 작성하기 

학생들이 영어 글쓰기 및 생각 말하기 과제를 마친 후, 자신들의 글쓰기 과정을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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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여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는 학생들 자신이 이해하고 기억하는 글쓰기 과정과 전

략 사용을 이해함으로써 이들의 학습유형과 글쓰기 과정의 연관성을 보다 깊이 있게 

고찰하기 위함이었다.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을 회상하고 기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표 4와 같이 글쓰기 과정을 단선적 단계로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모국어로 답하도록 

하였다. 

표 4. 회상저널

1. 아이디어 구상 및 계획하는 단계:

2. 글을 쓰는 단계:

3. 글을 검토하거나 수정하는 단계:

4. 기타 전반적인 글쓰기 과정에 관하여:

3. 분석 방법

연구문제 1(학습유형과 영어 글쓰기 과정 및 전략사용 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에 답하기 위하여, 생각말하기 전사 자료 및 회상저널을 분석하였다. 먼저 생각말하기 

전사 자료에 대한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에서 생각말하기 기법을 사용하

여 글쓰기 전략을 분석한 선행연구들(Arndt, 1987; Chien, 2008; Raimes, 1985; 

Raoofi, Chan, Mukundan, & Rashid, 2014)과 페트릭과 차알의  제 2 언어 글쓰기 전

략 설문지에 제시된 글쓰기 전략들을 면밀하게 고찰하였다(Petric & Czarl, 2003). 본 

연구에서는 특히 치엔의 연구에 제시된 글쓰기 전략 코드북을 참고하여 글쓰기 전략

의 명칭 및 범주를 구분하고 정의와 예시를 포함한 예비 코드 북을 제작하였다(Chien, 

2008). 제2 단계로 두 저자가 독립적으로 생각말하기 전사 자료를 읽고 예비 코드북을 

참고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2차에 걸쳐 코딩 체계를 수정 

보완하였다. 수정 보완된 코드북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제1저자와 제3의 코더(영어교

육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가 독립적으로 코딩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서 일치하지 않는 항목에 대해 필요한 경우 코드북을 수정하거나 재분석하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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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쳤다. 분석의 최종 단계에서 생각말하기 전사 자료에 대한 코더 간 일치도는 

.93(Cohen’s Kappa)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에 사용된 코딩 체계는 부록 1에 제시

되었다. 이어서 일련의 상관분석을 통해 학습유형 선호도와 영어 글쓰기 전략 사용 빈

도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표본 크기가 제한적인 점과 학습유형 분류가 상호배타

적인 관계가 아닌 상대적인 선호도 점수에 기초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집단 비교가 아

닌 일련의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회상저널은 학습자가 글쓰기 과정의 세부 단계(아이디어 구상 및 계획하기, 

초고 쓰기, 검토 및 수정하기)에서 어떤 행동이나 전략을 선택하고 수행하였는지를 고

찰하기 위하여 과정 코딩(process coding, see Saldana, 2009) 기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먼저 본 논문의 두 저자가 독립적으로 회상저널을 읽고 학습자의 행동 및 전략을 “~ 

하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예비 코딩을 하였다. 두 저자는 서로의 예비 코드를 비교

하고 최종 코드를 도출하였다. 이어서 두 저자가 최종 코드를 이용하여 함께 회상저널

을 분석하고 학습유형별 차이를 고찰하였다. 

연구문제 2(학습유형과 영어 에세이 평가 지표 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 지가?)에 

답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영어 에세이를 글쓰기 평가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

저 인지·성격유형과 글쓰기 간의 연관성을 고찰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서 카렐과 먼

로의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적 채점 기준을 사용하여 에세이를 평가하였다(Carrell & 

Monroe, 1993). 분석적 채점 기준은 4개 범주에 관하여 각각 5점 척도 점수를 부여하

였다. 4개 범주는 다음과 같다: (1) 중심 아이디어 유지; (2) 중심 아이디어를 세부 사

항과 풍부한 예로 설명하고 뒷받침; (3)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구성; (4) 문법, 철자 및 

부호 사용의 정확성. 논문의 제1저자와 제 3 채점자(TESOL전공 석사학위 소지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였으며 채점자간 일치도는 .92(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였다. 

각 에세이에 대한 최종 점수는 두 채점자의 점수를 평균하여 도출하였다. 아울러 유창

성(fluency), 복잡성(complexity) 및 정확성(accuracy)을 나타내는 지표를 계산하였다. 

유창성 지표로는 총 단어 수(TWC), 어휘의 다양성(Type/Token Ratio) 및 T-unit 수를 

사용하였고, 복잡성 지표로는 각 절의 평균 단어 수, 각 T-unit의 평균 단어 수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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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T-unit의 평균 절의 수를 계산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확성 지표는 전체 절 대 오류 

없는 절의 비율, 전체 T-unit 대 오류 없는 T-unit의 비율 및 전체 단어 대 오류 없는 

단어 비율이 사용되었다. 이어서 일련의 상관분석을 통해 학습유형 선호도와 영어 에

세이 평가 지표들 간의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학습유형과 글쓰기 과정 및 전략 사용 간의 연관성 

1) 학습유형 선호도 

LSQ 설문 응답 결과에 따른 학습자들의 학습유형 선호도 점수 및 허니와 뭄포드

의 해석 기준에 따른 선호 단계는 표 5와 같다(Honey & Mumford, 2000). 표 5에서 

제시되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강한 선호도’를 기준으로 Activist 유형(A1-A5),  

Theorist 유형(T1-T5), Reflector 유형(R1-R5), 그리고 Pragmatist 유형(R1-R5)로 분류

되었다. 

표 5. 학습자들의 학습유형 선호도

참여자 언어능숙도 Activist Theorist Reflector Pragmatist
A1 800 18(VSP) 7(VLP) 10(LP) 12(MP)
A2 900 14(VSP) 7(VLP) 13(MP) 7(VLP)
A3 900 13(VSP) 13(MP) 16(SP) 11(LP)
A4 600 13(VSP) 13(MP) 13(MP) 12(MP)
A5 900 13(VSP) 7(VLP) 5(VLP) 6(VLP)
T1 600 7(MP) 17(VSP) 16(SP) 14(MP)
T2 500 3(VLP) 17(VSP) 17(SP) 16(SP)
T3 786 8(MP) 16(VSP) 14(MP) 16(SP)
T4 800 11(SP) 16(VSP) 12(MP) 13(MP)
T5 800 9(MP) 17(VSP) 15(SP) 16(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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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P = very strong preference; SP = strong preference; MP = moderate preference; LP = low 

preference. 언어능숙도 = TOEIC 점수.

2) 글쓰기 과정별 전략 사용 빈도 및 시간: 생각말하기 분석  

생각말하기 전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Planning, Composing, Reviewing 범주의 전

략 사용 총 빈도 및 글쓰기에 소요된 시간은 표 6과 같다. 

표 6. 글쓰기 범주 전략 사용 총 빈도 및 글쓰기 시간

참여자
Planning 

Strategies

Composing 

Strategies

Reviewing 

Strategies

Total Time

(minutes)
A1 18 69 32 45.40
A2 22 31 24 39.42
A3 25 64 60 43.78
A4 45 87 43 74.15
A5 42 75 18 36.78
T1 36 25 11 71.35
T2 35 59 23 43.55
T3 23 31 9 76.67
T4 18 7 6 40.73
T5 21 67 10 78.38
R1 45 71 33 76.00
R2 59 75 49 90.02
R3 11 21 31 23.08
R4 29 45 42 44.78
R5 42 60 50 86.28
P1 18 27 14 25.85

R1 885 6(LP) 9(LP) 18(VSP) 12(MP)
R2 755 5(LP) 14(SP) 18(VSP) 9(LP)
R3 900 5(LP) 15(SP) 19(VSP) 15(SP)
R4 900 9(MP) 12(MP) 18(VSP) 12(MP)
R5 600 7(MP) 15(SP) 19(VSP) 16(SP)
P1 900 5(LP) 15(SP) 15(SP) 17(VSP)
P2 900 12(SP) 11(MP) 17(SP) 17(VSP)
P3 600 12(SP) 14(SP) 17(SP) 17(VSP)
P4 600 11(SP) 13(MP) 16(SP) 19(VSP)
P5 600 11(SP) 11(MP) 10(LP) 18(V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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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선호도 점수와 범주별 글쓰기 전략 사용 총 빈도, 글쓰기 소요 시간, 그리

고 학습자의 언어능숙도(TOEIC 점수)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는 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련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들의 학습유형 선호도 점수와 

범주별 글쓰기 전략 사용 총 빈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s = 

.03 ~ -.42, p >.05 for Planning Strategies; rs = -.28 ~ .12, p >.05 for Composing 

Strategies; rs = -.18 ~ .25, p >.05 for Reviewing Strategies). 학습유형 선호도 점수와 

글쓰기에 사용된 시간 간에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rs = -.18 ~ .22, 

p >.05). 학습자의 영어능력 점수는 글쓰기 총 시간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r = -.47, 

p <.05), 전략 사용 빈도와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s = -.31~ -.11, p >.05). 

추가 분석으로서, 학습유형별 전략사용 빈도 및 글쓰기 시간에서의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한 교차분석을 수행한 결과, Planning(χ 2 = 40.00, p = .56), Composing(χ 2 = 

48.00, p = .47), Reviewing(χ 2 = 52.00, p = .44), 그리고 글쓰기 시간(χ 2 = 60.00, 

p = .37)에 대해서 학습유형별 유의미한 분포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습유형 선호도 점수와 글쓰기 세부 전략 사용 빈도 간의 상관관계는 아래 표 7에 

제시되었다. 세부 전략의 종류 및 조작적 정의는 부록 1에 제시되었다.  

표 7. 학습유형 선호점수와 개별 전략 사용 빈도 간의 상관관계

   A 점수 T 점수 R 점수 P 점수 언어능숙도

Planning 

Strategies

interpret -.36 -.10 .29 -.22 -.80
idea search .07 -.60** -.42 -.58** .29
idea 

generating
-.40 .34 .13 .20 -.69**

goal setting -.02 .40 -.03 -.00 -.01
language 

search
.11 -.23 -.03 -.59** -.06

P2 9 2 6 37.03
P3 14 28 12 41.57
P4 31 71 50 73.43
P5 25 86 34 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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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점수 = Activist 선호도 점수, T 점수 = Theorist 선호도 점수, R 점수 = Reflector 선호도 점수, 

P 점수 = Pragmatist 선호도 점수; Composing Strategies 범주에 속하는 세부 전략 사용은 학습유형 

선호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아서 표에 제시되지 않음. 언어능숙도 = TOEIC 점수

표 7에서 제시되듯이, Planning 전략 중 idea search 사용 빈도는 Pragmatist 및 

Theorist 선호도와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r = -.58, p < .01 for Pragmatist; 

r = -.60, p < .01 for Theorist), Pragmatist 와 Theorist 선호도가 높을수록 글 쓰는 동

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는데 인색한 경향성을 보였다. 또한  Pragmatist 선호도

가 높을수록 단어 및 어휘 등 표현을 모색하는 language search 빈도에서도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r = -.59, p < .01). 한편 Reviewing 전략 가운데 일련의 어휘나 문장을 

첨삭·수정하는 revising 전략 사용 빈도는 Activist 선호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

면(r = .45, p < .05), Theorist 선호도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 = -.50, p < .05). 

반면 학습유형 선호도와 Composing 전략 관련 세부 전략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rs = -.44 ~ .29, p >.05). 언어능숙도와 부적 상관을 보인 idea 

generating 은 특정한 학습유형 선호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글쓰기 단계별 전략 사용 양상 비교: 회상저널 분석

글쓰기 단계별 전략사용에 대한 회상저널을 분석한 결과, <구상 및 계획 단계>, 

<초고 작성 단계>, 그리고 <검토 및 수정 단계>에서 학습자들이 사용한 세부 전략은 

표 8과 같다.  

outlining .07 .35 .17 .29 -.16

Reviewing 

Strategies

reading text .06 -.13 .24 -.24 -.12
evaluating 

text
-.42 .24 .28 .34 -.08

reexamining .19 -.27 .06 -.14 -.07
revising .45* -.50* -.14 -.22 .05
editing -.29 -.00 .38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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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회상저널에 나타난 단계 별 글쓰기 전략

구상 및 계획 단계

글쓰기 주제를 읽고 이해하기

아이디어 떠올리기

개요 작성하기

초고 작성 단계 

문장 만들어 내기

사전 찾기

쓴 문장(단락) 읽기 
문장(단락) 수정하기

검토 및 수정 단계
전체 글 다시 읽기

전체 글 수정하기

학습유형별로 글쓰기 단계별 사용 전략을 분류해 본 결과, <구상 및 계획 단계>의 

‘개요 작성하기,’ <초고 작성 단계>의 ‘문장(단락) 수정하기,’ 그리고 <검토 및 수정 

단계>의 ‘전체 글 수정하기’ 전략 사용 양상에 있어서 학습유형별 특징이 관찰되었다. 

이들 전략 사용 양상을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회상저널에 나타난 글쓰기 과정별 전략 사용 양상 비교

과정/전략  전략 사용 양상
 참여자

A 유형 T 유형 R 유형 P 유형

구상 및 

계획 단계: 

개요 

작성하기

대략적인 틀 잡기 A1  P1
아이디어 나열하기 A2, A3  R3 P3
집에 대한 공간 배정 

계획하기(그림 그리기)
 R4

P3, P4, 

P5
단락 나누고 단락별 주제 

상세화하기

T2, T3, 

T4
P2, P5

단락 간 연결 및 단락 내 

문장의 순서 정하기
T3

(모국어로) 서론부터 

결론까지 모두 적어두기
T1

초고 작성 

단계: 

문장

(문단)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A2, 

A3, A4 

  
R1, R2

  

문장 간 연결 및 통일성을 

고려하여 수정하기
A3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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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 = Activist 유형, T 유형 = Theorist 유형, R 유형 = Reflector 유형, P 유형 = Pragmatist 유형.

표 9 에서 제시되는 바와 같이, Theorist 유형 학습자들은 <구상 및 계획 단계>에

서 단락구조를 갖춘 구체적인 개요를 작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Theorist 유형의 

학습자들은 문단과 문단 사이의 연결 관계 및 문단 내 문장들의 순서를 계획하거나 

서론에서 결론에 이르는 문장의 전개를 리허설 하는 정도의 상세한 개요를 작성하였

다고 기술하였다. 

계획 단계에서 이 문장, 이 문단이 왜 이렇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 상세한 

이유를 미리 적었다. [세부 항목이] 문단을 이뤄서 다른 문단에 어떤 원인이 되

는지 미리 적어서 실제 글을 쓸 때 어휘 선택 등의 이유가 아닌 [이유로], 글을 

구성하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도록 단계적인 구성을 만들었다. 크게 3파트로 구

성했는데 각 파트를 따로 한 번 더 상세하게 개요를 짜서 단락의 문장은 어떻게, 

어떤 순서로 구성하면 되는지 토대를 만들었다. (T3 회상저널: 계획 단계)

반면 Activist와 Reflector에 강한 선호도를 보인 학습자들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수정하기

어색한 표현 수정하기 R4, R5
문법, 어휘 및 철자 오류 

수정하기
A4 T4, T5 R1

서식 및 문장부호 수정하기 A4

검토 및 

수정 단계: 

전체 글 

수정하기

(주제/의도에 부합되게) 내용 

가감하기
A2, A5

문장 간 연결 및 통일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기

독자의 가독성을 개선하기 

위해 수정하기
A1, A2

반복 어휘 대체하기 A1 R3
어색한 표현 수정하기 P2, P4
문법, 어휘 및 철자 오류 

수정하기
A1

R1, R2, 

R3

P2, P3, 

P4, P5

서식 및 문장부호 수정하기 T3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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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를 작성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들은 주제를 읽고 주로 머릿속으로 대략적인 

틀을 떠올린 후 아이디어를 나열하거나 집에 대한 구상도를 그려보는 정도에 그쳤다. 

한편 구체적인 개요를 작성하지 않았던 Activist와 Reflector 유형 학습자들은 <초고 

작성 단계> 에서 개별 문장이나 문단을 생산하고 이어서 쓴 문장을 다시 읽고 고쳐 쓰

는 작업을 활발하게 수행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수정작업은 문법, 어휘, 철자 등의 하위 

차원에 제한되지 않고 글의 내용 및 조직에 관련한 상위 차원에 걸쳐 수행되었다. 

[글을 쓰면서] 주제에 맞추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하였고 

이 문장에 어떠한 단서가 쓰이면 좋은지 또는 너무 반복되지는 않는가에 대하여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법이 틀린 곳이나 어색한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계

속 체크하도록 노력하였고 글이 전체적으로 어색하지 않고 통일성이 있고 주제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A2 회상저널: 초고 작성 단계)

이와 대조적으로 Pragmatist와 Theorist 유형의 학습자들은 <초고 작성 단계> 에서 

글의 내용 및 조직에 관한 수정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검토 

및 수정 단계>에서 Reflector, Pragmatist, 그리고 Theorist 유형의 학습자들은 주로 기

술적 오류를 바로잡는데 주력하였다. 글의 내용 및 문장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수정

작업은 Activist 유형의 학습자들에게서만 나타났다.

생각말하기 및 회상저널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Activist 선호도가 높을수록 

revising(문장 및 문단 수정) 전략 사용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Activist 선호

가 강한 학습자들이 <구상 및 계획 단계> 에서 대략적인 틀을 떠올리는데 그치고 <초

고 작성 단계>에서 쓴 글을 중간 중간 읽고 내용을 추가하거나 문장 순서를 바꾸는 

등의 수정작업을 한다고 회상한 점과 상응한다. 반면 Theorist 선호도가 높을수록 

Planning 전략으로서 idea search(아이디어를 찾기) 및 revising(문장 및 문단 수정) 전

략을 사용하는 빈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Theorist 선호가 강한 학습자들이 초고 작

성 전에 개요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함으로써 <검토 및 수정 단계>에서 쓴 글을 

다시 평가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보이지 않은 점과 상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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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유형과 영어 에세이 평가 지표 간의 연관성 

학습유형과 영어 에세이 평가 지표 간의 연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

하여 먼저 학습자의 영어 에세이에의 유창성, 복잡성 및 정확성 지표들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영어 에세이의 언어 지표 점수

참여자
유창성 복잡성 정확성

TWC Type TTR # of T C/T W/T W/C *C/C *T/T *W/W

A1 400 166 .42 32 1.71 12.50 7.31 .86 .78 1.00

A2 375 157 .42 33 1.45 11.36 7.84 .65 .55 1.00

A3 331 165 .50 26 1.37 12.73 9.29 .87 .81 1.00

A4 343 137 .40 24 1.62 14.29 8.82 .64 .50 .99

A5 439 187 .43 28 1.32 15.68 11.88 .87 .82 1.00

R1 370 134 .36 35 1.45 10.57 7.29 .97 .94 .99

R2 506 208 .41 32 1.93 15.81 8.19 .91 .81 1.00

R3 203 115 .57 12 1.83 16.92 9.24 .00 .00 1.00

R4 442 200 .45 27 1.53 16.37 10.70 .87 .78 1.00

R5 383 181 .47 31 1.29 12.35 9.58 .68 .74 1.00

P1 442 223 .50 31 1.42 14.26 10.04 .77 .71 1.00

P2 413 173 .42 33 1.66 12.52 7.54 .73 .61 .99

P3 278 125 .45 32 1.06 8.69 8.20 .41 .38 1.00

P4 285 126 .44 23 1.39 12.39 8.91 .47 .48 .98

P5 405 203 .50 39 1.15 10.38 9.03 .62 .67 1.00

T1 200 123 .62 19 1.21 10.53 8.70 .78 .74 1.00

T2 278 129 .46 29 1.17 9.59 8.19 .56 .59 1.00

T3 758 284 .37 71 1.11 10.68 9.62 .57 .63 1.00

T4 282 141 .50 15 1.73 18.80 10.87 .85 .73  .99
T5 187 93 .50 14 1.71 13.36 7.81 .54 .50 1.00

TWC = Total Word Count; Type = the number of different words; TTR = Type/Token Ratio; # 

of T = the number of T-unit; C/T = ratio of total clauses/total clauses;  W/T = ratio of total 

words/total T-units; W/C = ratio of total words/total clauses; *C/C = ratio of error-free clauses/total 

clauses; *T/T = ratio of error-free T-units/total T-units; *W/W = ratio of error-free words/total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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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유형 선호도와 영어 에세이에 나타난 유창성, 복잡성, 정확성 지표 간의 상관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되었다. 

표 11. 학습유형 선호도와 언어 지표 간의 상관관계

   A T R P 언어능숙도

 유창성

Type -.04 -.12 -.20 -.08 .24
Token .03 -.23 -.19 -.16 .24
TTR -.28 .51* .15 .27 -.14
# of T .01 -.16 -.12 .08 -.00

 복잡성
C/T .05 -09 .11 -.30 .46*
W/T -.01 .03 -.12 -.35 .48*
W/C -.05 .10 -.35 -.18 .18

 정확성
*C/C .19 -.35 -.26 -.49* .34
*T/T .09 -.29 -.24 -.38 .14
*W/W -.19 .10 -.03 -.33 .25

TWC = Total Word Count; Type = the number of different words; TTR = Type/Token Ratio; # 

of T = the number of T-unit; C/T = ratio of total clauses/total clauses;  W/T = ratio of total 

words/total T-units; W/C = ratio of total words/total clauses; *C/C = ratio of error-free clauses/total 

clauses; *T/T = ratio of error-free T-units/total T-units; *W/W = ratio of error-free words/total 

words. 언어능숙도 = TOEIC 점수. 

표 11에서 보이듯 학습유형 선호도와 에세이의 언어지표들 간의 뚜렷한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창성 지표로는 유일하게 어휘 다양성을 나타내는 TTR 지표가 

Theorist 선호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지만(r = .51, p < .05), Type 및 Token 지표와는 

상관을 보이지 않아서 Theorist 유형과 유창성 간의 연관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또한 

정확성 지표로는 유일하게 오류 없는 절의 비율이 Pragmatist 선호도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r = -.49, p < .05). 복잡성 지표들은 학습유형 선호도와 상관관계를 보이

지 않았다(rs = -.35 ~ .11, p >.05). 반면, 복잡성 지표 중 W/T-unit과 C/T-unit이 언어

능숙도(TOEIC 점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는 점에서(r = .48, p < .05 for W/T-unit; r 

= .46, p < .05 for C/T-unit) 복잡성은 언어능숙도에 보다 연동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아래 표 12는 영어 에세이에 대한 분석적 채점 점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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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영어 에세이: 분석적 채점 점수

참여자
분석적 채점 영역

일관성 설명 및 예시 구성 정확성 합산점수

A1 4 4 4 3 15
A2 4 4 3 2 13
A3 4 4 3 3 14
A4 3 4 3 2 12
A5 4 4 4 3 15
R1 3 4 3 4 14
R2 4 4 3 4 15
R3 3 4 3 5 15
R4 3 4 3 3 13
R5 4 4 3 2 13
P1 4 4 4 2 14
P2 4 4 4 3 15
P3 3 3 3 1 10
P4 3 3 3 1 10
P5 3 3 3 2 11
T1 3 3 3 2 11
T2 3 4 3 1 11
T3 3 4 3 1 11
T4 4 4 4 3 15
T5 3 3 2 1 9

학습유형 선호도와 영어 에세이에 대한 분석적 채점 점수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학습유형과 영어 에세이 질적 점수 간의 상관관계

채점영역 A T R P 언어능숙도

아이디어의 일관성 .31 -.36 -.26 -.45* .44
풍부한 설명과 예시 -.06 -.26 .02 -.50* .51*
구성의 통일성 .31 -.39 -.44 -.17 .32
문법, 철자 등의 정확성 -.08 -.33 .11 -.46* .59**

합산점수 .10 -.43 -.11 -.53* .64**

표 13에서 보이듯, Pragmatist 선호도와 아이디어의 일관성(r = -.45, p < .05),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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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설명과 예시(r = -.50, p < .05), 그리고 기술적 정확성(r = -.46, p < .05) 및 합산점

수(r = -.53, p < .05)에서 부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Pragmatist 선호도가 높을수록 구성

의 통일성을 제외한 여타 질적 평가 지표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나머

지 3개 학습유형 선호도 점수는 분석적 채점 점수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언어능숙도(TOEIC 점수)가 풍부한 설명과 예시(r = .51, p < .05), 기술적 정

확성(r = .59, p < .01) 및 합산점수(r = .64, p < .01) 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점을 고려할 때 Pragmatist 선호도와 질적 점수 지표 간의 부적 상관 결과는 학습자의 

언어능숙도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Ⅴ.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들의 학습유형 선호도와 영어 글쓰기 수행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연구

문제 1에 관해서 학습유형 선호도와 글쓰기 과정 및 전략 사용 간에는 연관성이 존재

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구체적으로 Activist 성향이 높고 Theorist 성향이 낮을수록 

초고를 수정하기 위한 목적의 전략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Theorist 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은 <구상 및 계획 단계>에서 개별 문장 단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계획

을 세우고 이에 따라 글쓰기를 진행함으로써 이후의 초고 작성 단계나 검토 및 수정 

단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다거나 문장을 고쳐 쓰는 등의 수정작업을 많이 하

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연구문제 2에 관해서는 학습유형 선호도와 에세이의 평

가 지표(질적 수준 및 유창성, 정확성, 복잡성 지표) 간에 유의미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는 충분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영어 에세이에서의 언어 사용의 특징 및 전

반적인 글쓰기 능력(질적 수준)은 학습유형과는 상관없고 언어능숙도와 보다 유의미

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엿보였다. 

학습유형과 글쓰기 수행 간의 연관성을 직접 고찰한 선행연구가 부재한 탓에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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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 고찰하는데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니와 뭄포

드가 기술한 각 학습유형의 특징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글쓰기 과정 및 전

략 사용에서 보이는 특징과 상응하는 면이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Honey & 

Mumford, 1992, 2000). 예를 들어 Theorist 유형의 특징이 이론이나 개념 등을 바탕으

로 논리적인 접근을 선호한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Theorist 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이 

세부적인 개요작성에 몰두하고 작성된 개요에 충실하게 초고를 작성하는 반면, 글을 

쓰는 과정 중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거나 문장을 고쳐 쓰는 등의 전략 사용에는 인

색한 점과 상응하는 면이 있다. Theorist 유형의 특징 및 글쓰기 방식은 또한 젠슨과 

디티베리오 연구에서판단형(Judgers) 학습자가 글쓰기 과제를 조작 가능한 목표로 구

체화하고 세부적인 개요를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이후의 초고 작성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한다고 기술한 바와도 맥락이 닿는다(Jensen & DiTiberio, 

1984). 다른 한편 Activist와 Reflector 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의 경우, <구상 및 계획 

단계>에서 막연한 아이디어와 대략적인 틀만 떠올리고 바로 초고 작성에 돌입하는 한

편 초고 작성 과정 및 검토 과정에 걸쳐 지속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구성을 

검토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는 Activist 유형이 즉각적인 행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나 Reflector 유형이 다양한 관점을 충분히 숙고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

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점으로, 글쓰기 과정을 단선적 단계(구상 및 계획 단

계 - 초고 작성 단계 - 검토 및 수정 단계)로 나누어 볼 때는 세부 전략 사용의 종류 

및 빈도에서 학습유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엿보이는 경우에도 글쓰기 과정 전체

에 걸친 글쓰기 전략 사용 빈도에서는 학습유형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회상저널 분석에서 시사되듯이,  글쓰기 과정에서 선행 단계의 전략 사용과 후행 

단계의 전략 사용이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Theorist 성향이 높은 학습자들은 주로 계획 단계에서 구체적

인 아이디어와 세부적인 개요를 작성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초고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였다. 반면 Activist와 Reflector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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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들은 계획 단계에서 전략 사용의 빈도가 낮은 반면 초고 및 검토 과정에서 새

로운 아이디어와 표현을 모색하고 이를 수정하는 전략을 보다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글쓰기 전략 사용 빈도에서가 아니라 다양한 전략을 조율하는 방식에

서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자 간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글쓰기 전략 

훈련 시 학습유형에 따른 학습자 선호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성을 시사한

다. 예를 들어 Activist 및 Reflector 유형 학습자의 경우, 계획 단계에서부터 완결된 

개요를 작성하도록 독려하는 대신 이들이 신속하게 초고 과정에 진입해서 보다 충분

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구체화된 개요 없

이 자유로운 탐색을 통해 초고를 작성함으로써 완성된 글의 초점 및 통일성이 취약할 

가능성이 예견된다면 이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고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첫째, 표본 크기의 제약으로 인해 글쓰기 전략 사용 빈도 및 

글쓰기 평가 지표들에 대해 학습유형(Activist, Reflector, Pragmatist, Theorist)간 집단 

비교를 수행할 수 없었다. 허니와 뭄포드의  LSQ가 학습자들을 배타적인 학습유형으

로 분류하는 것이라기보다 4개 학습유형에 대한 상대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는 도구라

는 점에서(Honey & Mumford, 1992,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상관분석은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본 크기가 충분했다면 한국인 대학생들의 학습유형을 분

류하고 글쓰기 방식에서의 차이를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에서 사용된 LSQ가 한국인 영어학습자들의 정보처리 유형을 분류하는데 충분히 민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민감한 학습유형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째,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해외 교육체계에서 수학한 적이 없고 상대적으로 학습유형이 뚜

렷한 학생들을 선정하고 학습유형별로 가급적 언어능숙도의 편차가 크지 않도록 고르

게 표본을 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영어 유창성 및 과거의 영

어 글쓰기 경험이 글쓰기 전략 사용 및 에세이 평가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충분히 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습유형과 영어 글쓰기에 관한 보다 정교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안정된 크기의 표본을 확보하고 학습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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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목적으로 영어 글쓰기를 수행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작문 결과물

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Notes

1) Learning Styles Questionnaire 80 item Korean Research Edition Copyright © (1996, 2016) 
by Pearson Education Ltd. Adapted with permission by Pearson Education Ltd. This test 
may not be reproduced, in whole or in part,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s. All rights reserved. (본 설문지는 Pearson Education Ltd. 의 동의하에 번역되고 
본 연구에 사용되었습니다.  출판권이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허락 없이 설문지의 일부나 전
체를 복제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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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생각 말하기 세부 전략(Chien, 2008을 바탕으로 수정함)

Planning Strategies

1. Interpreting the writing task (interpret): Read the prompt and defining the task 

2. Goal setting (goal set): Make plans for what to do and what to write about. 

3. Memory search for ideas (idea search): Ask  oneself a question to generate ideas or 
sentences. 

4. Memory search for languages (language search): Ask oneself a question to find a word or 
expression to use.

5. Generating ideas (generate ideas): Retrieve information from long-term memory

6. Outlining (outline): Develop an overall structure or organization for writing.

Composing Strategies

7. Rehearsing text in L1 (rehearse in L1): Rehearse the words or expressions in Korean just 
shortly before the writer writes them   down.

8. Rehearsing text in L2 (rehearse in L2): Rehearse the words or expressions in English just 
shortly before the writer writes   them down.

9. Generating text (generate text): Translate ideas into words.

10. Compensating for the lack of L2 knowledge (compensate): Look up a dictionary, coin a 
word or an expression, or use circumlocution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 lack of L2 
knowledge and proceed writing.

Reviewing Strategies

11. Reading parts of the written text (read): Read or repeat the key words, expressions, or 
sentences in the written text.

12. Translating parts of the written text in L1 (L1 translate): Translate parts of the written text 
into L1.

13. Evaluating the written text (evaluate): Make evaluative comments about the written text.

14. Reexamining the prompt/outline (reexamine): Re-read the prompt or re-examine the outline 
in order to assess their progress in writing.

15. Revising (revise): Make macro-level changes by  deleting, reordering, and adding a group 
of words or sentences.

16. Editing (edit): Make micro-level changes by fixing grammatical errors, correcting misspelled 
words, punctuation, etc. 

Miscellaneous   

17. Making a positive/negative comment regarding one’s progress in writing (self-comment)

18. Checking time (time-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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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tyle 
Preferences and English Writing Performance in Korean 

College Students

Park Eun Hwa · Lim Hyun-Woo (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explores whether Korean English learners show differences in their 

writing performance depending upon their learning style preferences. The data 

obtained from 20 Korean college students were used for the study. Honey and 

Mumford’s “Learning Styles Questionnaire” was employed to determine participants’ 

learning style preferences. To inspect whether learning style preferences were related 

with writing processes and strategies use, we first analyzed participants’ think-aloud 

protocols while completing an English essay and their retrospective reports about 

their own writing processes. To probe whether learning style preferences were related 

with writing outcomes, we further examined participants’ English essays in terms of 

overall quality scores as well as fluency, complexity, and accuracy indice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d that learners with a stronger preference to Theorist style 

tended to make a through outline in planning stage and use fewer strategies of idea 

search and revising. On the other hand, learners with a stronger preference to Activist 

tended to make only a minimal outline and utilize the revising strategy more 

frequently. However, no sufficient evidence was found to suggest that learning style 

preferences were associated with writing outcome measures beyond the influence of 

English proficienc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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