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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t study explores the effects of writing prompt conditions on learners' creativity, writing anxie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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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based prompt group were significantly greater than those of the framed group in the fluency factor 
and creativity levels while learners in the reading-based prompt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originality factor compared to learners in the framed and picture prompt groups. In terms of writing 
anxie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hree groups. This study also reveals that both 
reading-based and picture prompt conditions significantly influenced learners' writing confidence. Overall, 
writing prompts in writing instruction make different impacts on learners' creativity and writing products. 
Based on these findings,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English writing instruction have 
been made. (Gwangj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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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세계화·지식 정보화 시대인 21세기에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은 글로벌 시민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여겨진

다. 더욱이 현대사회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구어(spoken language)와 더불

어 텍스트(text)에 기반한 문어(written language)로 상호적 의사소통을 하는 추

세이다. 따라서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능력이 더욱 중시되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은 쓰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법이라고 볼 수 있다. 쓰기는 다른 언어 

기술, 즉 읽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통합·강화시켜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

는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총체적인 소통 능력이다(오영훈, 2016; Olshtain, 

2001; Weigle, 2002).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쓰

기를 중요한 평가영역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5년 개정 영어교육과정 

경우, 목적, 상황, 그리고 형식에 적합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쓰기의 주요

한 성취기준으로 삼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5). 

제2언어 습득(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서 쓰기는 외국어 학습 능력

을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하지만, 쓰기 주제와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 어

휘 선택, 그리고 내용 구성의 어려움 등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감과 흥미를 잃

게 하여 다른 언어 기술에 비해 어려운 영역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Syarifah 

& Emiliasari, 2019; Walker & Ríu, 2008). 이에 선행연구자들은 과업기반 언

어 교수(task-based language teaching), 지시문(prompt), 글의 장르, 학습자의 

능숙도, 쓰기 전략, 쓰기 불안, 자기 효능감 등 다양한 변인들과 연계하여 효율적

인 쓰기 학습법을 찾고자 시도해 왔다(Cheung, 2011; Huh & Lee, 2018; Kroll 

& Reid, 1994; Miller, Mitchell, & Pessoa, 2016). 

쓰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하나인 쓰기 지시문(writing prompt)은 

학습자에게 쓰기 활동에 대한 주제와 지시를 직접적인 텍스트로 제공한다(김효

은, 김가연, 2018; Ruth & Murphy, 1998). 또한 지시문은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쓰기 방법을 제공하고 과업 수행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 중 하나이

다(Hamp-Lyons & Mathias, 1994; Kroll & Reid, 1994). 지금까지 쓰기학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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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시문의 효과를 다룬 선행연구는 과업 복잡성, 장르 유형, 학습자 태도, 어휘 

정교화, 문법 정확도, 구문 복잡성, 응집력, 유창성에 연관하여 비교·분석되어 왔

으며, 지시문 조건에 따른 학습자의 쓰기 성취도 결과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박수진, 2017; Cho, Y.-A, 2019; Huh & Lee, 2018, Miller et al., 2016; 

Way, Joiner, & Seaman, 2000). 

이에 본 연구는 쓰기 지시문 조건의 효과가 대부분 학습자의 언어적 능력 향

상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우리나라 현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중 

하나인 창의성 신장, 그리고 학습자의 주요한 정의적 요인 중 하나인 외국어 쓰

기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창의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

술부는 2009년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중심으로 한 미래형 교육과정을 제시하였

고, 2015년에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교육목표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시하였

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2015). 개정 영어교육과정의 경우 창의성 신장을 위

한 방안으로 2010년 초등 영어수업에서 서술형 평가를 시작으로 2011년부터 창

의·서술형 평가가 더불어 실시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우, 많은 대학들은 역량

기반교육과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지식 창출과 활용을 중요한 덕목으

로 부각시키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고자 교양교

과와 비교과 등에서 창의적 글쓰기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쓰기 활동은 자기소개서, 보고서, 발표(PPT), 포트폴리오, 기획서 작성 등에 한

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쓰기와 창의성 신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현

행 초·중·고등 교육과정의 목표에 맞춰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영어쓰기 

학습법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쓰기학습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이어 두 번째로 살펴 볼 영역은 쓰

기 불안이다. 최근 외국어 학습 불안에 관한 연구 범위가 언어의 4가지 기술의 

세부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불안 요인을 각각 규명하고 있는 가운데(Asmari, 

2013; Cheng, 2017; Chow, Chiu, & Wong, 2018), 쓰기 불안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쓰기 불안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간의 불

안 정도는 전략 사용, 쓰기 수행 능력, 문법 오류, 자기 효능감, 타인의 평가, 그

리고 직·간접적 피드백의 영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Hyland & Hyland, 2001; 

Kirmizi & Kirmizi, 2015). 앞서 살펴보았듯이, L2 학습에서 쓰기 불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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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지만 쓰기 지시문 조건에 따른 학습자 불안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

기할 수 있겠다. 

위의 연구문제에 덧붙여 쓰기 지시문 조건에 따른 학습자들의 쓰기 수행 능력 

변화를 조사해 보도록 한다. 지시문의 조건에 따라 학습자들의 수행정도의 차이

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주로 초·중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뤄져 왔으며 성인학습

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반영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쓰기 지시문 조건(규정 지시문, 읽기기반 지시문, 그림 지시문)이 L2 학습

자들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2. 쓰기 지시문 조건(규정 지시문, 읽기기반 지시문, 그림 지시문)이 L2 학습

자들의 쓰기 불안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3. 쓰기 지시문 조건(규정 지시문, 읽기기반 지시문, 그림 지시문)이 L2 학습

자들의 쓰기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L2 쓰기학습에서 지시문의 유형

학습자들의 쓰기 능숙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타당성(validity)과 신뢰성

(reliability)이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되면서 그에 따른 평가 지시문에 대한 관심

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Wu, 2013). 지시문은 일반적으로 쓰기 주제 또는 

목적과 관련되며, 특정한 형식이나 지시사항을 제시한다. Huot(1990)는 쓰기 능

력의 효과를 측정하는 도구로써 지시문이 활용되는 영역을 크게 세 가지로 규정

하였는데 그것은 담화 방식, 수사학적 세부사항, 그리고 쓰기 지시문의 구조와 

표현이다. 쓰기 지시문은 학습자의 쓰기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

나로 간주된다. 학습자는 쓰기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지시문을 통해 주제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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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사전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키고 글의 전체적인 구조와 내용을 정교화 할 수 있

다(Kroll & Ried, 1994; Way et al., 2000). Kroll과 Ried(1994)는 쓰기 지시문

을 학습자들이 쓰기 활동을 하는데 있어 자극제로 규명하였으며, Weigle(2002)

은 적절한 지시문 제공은 쓰기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

다. 

쓰기 지시문 유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분류된다. Kroll과 

Ried(1994)는 세 가지 쓰기 지시문 유형을 제시하였는데, 단순 지시문(bare 

prompt), 규정 지시문(framed prompt), 그리고 텍스트기반 또는 읽기기반 지시

문(text-based or reading-based prompt)으로 구분된다. 단순 지시문은 직접

적이고 명료한 말로 쓰기 과업을 지시하는 것이며, 규정 지시문은 글의 목적, 형

식, 그리고 필수요소 등을 제시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글을 전개하도록 지시한다. 

텍스트기반 또는 읽기기반 지시문은 주제와 관련된 텍스트를 제시하며 이를 토

대로 글을 전개하도록 지시한다. Way와 2인(2000)은 쓰기 지시문 유형을 단순 

지시문, 어휘 지시문(vocabulary prompt), 산문 모델 지시문(prose model 

prompt)으로 구분하였다. 단순 지시문은 과업에 대한 지시사항이 간결한 문장으

로 주어지며, 어휘 지시문은 단어 목록과 의미가 포함되며, 그리고 산문 모델 지

시문에서는 편지글과 같은 모델 작문 텍스트가 주어진다. Ge와 Land(2004)는 

쓰기 지시문으로 세 가지 질문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절차적 지시문

(procedural prompt)은 학습자가 구체적인 하위 절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도록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며, 정교화 지시문(elaboration prompt)은 사고의 정교화

와 추론 유도, 설명 유발과 정당화 촉진을 할 수 있도록 제시된다. 그리고 성찰 

지시문(reflection prompt)은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가 점검과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이외에 지시문이 쓰기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쓰기 지시문 유형을 제시하였다. Graves, Semmel과 Gerber(1994)는 이야

기 지시문 유형을 제시 위치에 따라 시작 지시문(beginning prompt), 중간 지시

문(middle prompt), 그리고 종결 지시문(end prompt)으로 구분하였으며, 

Hessler(2005)는 일반 지시문(typical prompt)과 확장 지시문(expended 

prompt) 유형을 쓰기 지시문으로 제시하였다. Jung(2012)은 그림 연속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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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ture series task)과 단일 장면 예측 과업(single scene prediction task)을, 

Farshi와 Tavakoli(2014)는 음성 지시문(aural prompt)과 서면 지시문(written 

prompt)을, 그리고 Cho M.-y(2019)는 쓰기 지시문을 회상 지시문(recalling 

prompt)과 가상 지시문(imagining prompt)으로 제시하였다. 

2.2 L2 쓰기학습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자들은 L2 쓰기학습에서 효율적인 교수법을 탐색하고자 다양한 과업

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쓰기 지시문 유형과 쓰기 성취도 관계를 

조사한 선행연구로, Way와 2인(2000)은 프랑스어 초급반에 등록한 고등학생들

을 대상으로 세 가지 쓰기 과업(묘사, 이야기체, 설명문)과 세 가지 쓰기 지시문 

조건(단순, 어휘, 산문 모델)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

과, 학습자들은 묘사적 글쓰기를 가장 쉬운 과업으로 여겼으며 반면 설명적 글쓰

기 과업을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평가했다. 쓰기 성취도에 관련해서, 산문 모델 

지시문은 다른 지시문 유형보다 글의 구성, 유창성, 구문론적 복잡성, 그리고 정

확성 측면에서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Huh와 

Lee(2018)는 과업 복잡성이 한국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체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과업 복잡성은 두 가지 쓰기 지시문 조건으로 제시되는데 그림만

으로 제시되는 단순 지시문과 시작과 종결 진술문과 함께 그림이 제시되는 규정 

지시문이다. 연구 결과, 규정 지시문은 정교한 어휘사용 측면에 영향을 주었으

며, 쓰기 지시문과 쓰기학습 능력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

다. Cho Y.-A(2019)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규정 지시문과 읽기기반 지시문 

조건이 쓰기 성취도와 쓰기 전략 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읽기기반 지시문 그룹 학습자들은 규정 지시문 그룹 학습자들과 비교했을 때, 단

기 그리고 장기 쓰기평가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쓰기전략 사용 

빈도 역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다음으로, 쓰기학습과 창의성 신장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연경과 

김혜련(2016)은 한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패턴시 쓰기 과업이 쓰기 능력과 창

의성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영어 능숙도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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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시 쓰기는 상위와 중위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학습자의 유창성과 독창성 영역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다. Syarifah

와 Emiliasari(2019)는 EFL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토리 만들기와 삽화 그리기 과

업이 이야기체 글쓰기 능력과 창의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

과, 쓰기 과업은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과 창의성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었으

며, 쓰기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Rosenhan과 

Galloway(2019)는 일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 쓰기 과업이 창의성과 자아 성찰

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쓰기 활동 과정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이미지(imagery)를 독창적인 표현으로 창작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능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었다. 

쓰기학습과 쓰기 불안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Erkan과 Saban(2011)

은 터키 EFL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쓰기 불안, 자기 효능감, 태도, 그리고 쓰기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쓰기 불안은 쓰기 성취도와 자기 

효능감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권미진(2017)은 한국 대학생들

의 쓰기 불안과 쓰기 수행 능력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두 변인사이

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는데 쓰기 불안 정도가 낮은 학습자인 경우 쓰

기 성취도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상대적으로 불안 정도가 높은 학습자는 

쓰기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보자면, L2 쓰기학습에는 다양한 변인들

의 영향으로 인해 일괄적인 학습효과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쓰

기 지시문 조건에 따른 학습자의 창의성, 쓰기 불안, 그리고 쓰기 성취도에 관련

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 참여자는 총 78명의 한국 대학생들로 구성되었다. 학습자들은 교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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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과목 중 하나인 대학영어를 수강하는 1학년으로 비슷한 수준의 영어 능숙도

와 쓰기 능력을 가진 세 분반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그룹의 동질성 확보

는 토익 모의시험(NE능률, 2016)과 사전 쓰기 검사로 확인하였다(4.3 참조). 동

질성이 확인된 세 분반은 규정 지시문(framed prompt) 그룹(N=24), 읽기기반 

지시문(reading-based prompt) 그룹(N=27), 그리고 그림 지시문(picture 

prompt) 그룹(N=27)으로 배정되었다. 학습자 배경 설문 분석 결과,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영어 능숙도와 쓰기 능력은 중·하위 수준으로 판단된다.  

3.2 실험도구

실험도구는 학습자 배경 설문, 토익 모의시험, 사전·사후 쓰기 검사, 사전·사후 

창의력 사고 검사, 그리고 사전·사후 쓰기 불안에 관한 설문이다. 첫 번째로, 학

습자 배경 설문은 학습자의 성별, 나이, 외국 체류 경험, 영어 학습 기간, 대입수

능 영어영역 등급, 그리고 자가 측정 영어 능숙도와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사전·사후 쓰기 검사는 동일한 시험 유형과 문항으로 제작되었다. 사전·사후 

검사에 사용되는 지시문은 단순 지시문이며 쓰기 과업의 주제와 절차를 간결한 

문장을 통해 제시하였다. 사전·사후 검사에 단순 지시문을 활용한 이유는 각 실

험집단에서 수행하는 과업이 쓰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사

전·사후 검사의 쓰기 주제는 현재 자신의 전공을 선택한 직접적인 계기, 선택한 

전공과 미래 직업과 연관성, 그리고 미래 직업에 필요한 역량 3가지와 그에 따른 

활동이나 계획으로 선정하였다. 쓰기 과업 수행시간은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

를 고려하여 30분으로 제한하였다. 

사전·사후 쓰기 검사 문항과 총 8주 실험처치에 사용되는 쓰기 과업 글의 장

르는 이야기체 글(narrative writing)로 설정하였다. 이야기체 글은 사건이 발생

한 순서나 사건의 특정한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방

식으로, 학습자들의 쓰기 수행 능력, 구성, 그리고 언어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초급 쓰기 학습자들의 창의적 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다(Seely, 1998; Syarify & Emiliasari, 2019; Way et al., 2000).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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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주제는 Interaction 1 writing (Pavlik & Segal, 2007), Longman academic 

writing series 1 (Butler, 2017), 그리고 Writing to learn: The essay 

(Spaventa & Spaventa, 2001)에서 이야기체 글쓰기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문을 발췌하여 사전·사후 쓰기 검사 문항과 실험처치에 사용되는 문항을 각 그

룹의 지시문 조건에 맞춰 재구성하였다.  

학습자들의 사전·사후 쓰기 검사 평가는 East(2009)의 쓰기 점수 채점 기준표

를 사용하였다. 세부적인 평가 구성 요소는 총 5개로 유창성, 언어사용, 문법, 기

술성, 정교함을 기준으로 매우 부족(1점)에서 매우 충족(6점)으로 총 30점이 부

여된다. 쓰기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에서 영어교육을 담당

하고 있는 두 명의 교수자가 복수 채점을 한 후, 각 영역의 점수와 총점은 상관

관계(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분석을 통해 상관계수를 확인하였

다. 그 결과 사전 쓰기 시험은 .952이며, 사후 쓰기 시험은 .926으로 높은 신뢰

성을 확보하였다. 

사전·사후 쓰기 불안 검사는 L2 학습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Cheng(2004)의 Second Language Writing Anxiety Inventory(SLWAI)를 사용

하였다(Asmari, 2014). SLWAI는 총 22문항으로 신체적 불안(somatic anxiety) 

7문항, 회피 행동(avoidance behavior) 7문항, 인지적 불안(cognitive anxiety) 

8문항으로 구성된다. SLWAI 설문문항은 본 연구 대상자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쓰기 불안 설문에서 한국어 번역본의 가독성과 신뢰성를 높이기 위

해, 대학에서 영어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영어와 한국어가 가능한 영어원어민이 

역번역(back-translation)을 하여 최종 설문문항을 확인 및 검수하였다. SLWAI 

신뢰도 검사 결과는 α 지수 .939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설문은 5점 리커

트 척도(5-point Likert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

다(5점)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의 창의성 지수는 Torrance의 창의력 사고 검사(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TTCT)(1990, 1998)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쓰기 교수 유형에 따른 창의성 신장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므로, TTCT(언어) A형(창의력 한국FPSP)을 사전·사후 검사에 사용하였다. 

TTCT 언어 검사는 융통성, 유창성, 그리고 독창성 영역으로 구성된다. 위 세 가



254 조  영  아

지 영역은 여섯 가지 활동별 과제로 평가 되는데, 질문하기, 원인 추측하기, 결과 

추측하기, 작품 향상시키기, 독특한 용도, 그리고 가상해 보기가 포함된다. 

TTCT 신뢰도 검사 결과는 α 지수 .979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3 실험절차  

본 연구는 총 12차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되었다. 먼저 학습자들의 사전 

동의하에, 1-2차시에 걸쳐 학습자 배경 설문, 토익 모의시험, 사전 쓰기 검사, 사

전 창의력 사고 검사, 그리고 사전 쓰기 불안에 관한 설문을 시행하였다. 사전 검

사 시행 1주일 후, 실험처치는 총 8차시 쓰기 활동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지시문 

유형 선정은 본 연구 대상자가 쓰기 활동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과 선행연구에서 

학습 효과가 증명된 지시문 조건을 고려하여(Huh & Lee, 2018; Kroll & Reid, 

1994; Way et al., 2000) 규정, 읽기기반, 그리고 그림 지시문으로 선정하였다. 

실험처치는 총 8차시로 진행되었다. 첫 시간에는 각 그룹이 수행하게 되는 쓰

기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업에 대해 설명을 하고 모델 글 시

연은 PPT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 다음 각 그룹에게 쓰기학습 활동지

(worksheet)를 배포하였다. 먼저, 규정 지시문 활동지는 쓰기 주제, 목적, 형식, 

전개 방식, 그리고 필수적인 요소를 제시하며, 학습자들이 주제에 맞춰 특정한 

상황과 맥락에서 글을 전개하도록 유도하였다. 읽기기반 지시문 활동지는 쓰기 

주제와 함께 일정 분량의 텍스트를 제시했으며, 학습자들이 쓰기 주제에 관련된 

내용과 상황 등을 자료에 근거하여 글을 전개하도록 유도하였다. 그림 지시문 활

동지는 쓰기 주제와 함께 3개의 그림 삽화를 제시했으며, 학습자들이 그림을 보

고 내용을 유추하여 쓰기 주제에 맞게 글을 전개하도록 유도하였다. 활동지에 사

용된 지시문 조건은 학습자들의 영어 읽기 능력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어와 영어로 제시하였으며 각 그룹별 쓰기 수행 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였다. 

실험처치를 모두 완료한 후, 11-12차시에 걸쳐 사후 창의력 사고 검사, 사후 쓰

기 불안 설문, 그리고 사후 쓰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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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자료 분석

수집된 데이터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습자 배경 설문

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토익 모의시험과 사전·

사후 쓰기 검사 결과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그룹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사

전·사후 창의력 사고 검사와 사전·사후 쓰기 불안 설문은 크롬바흐 알파

(Cronbach’s α)를 통해 신뢰도 검증을 하고, 기술통계, 다변량분산분석

(MANOVA), 공다변량분석(MANCOVA), 그리고 대응표본 검정(Paired Samples 

test)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그룹 간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후검증

(Post-hoc comparis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 분석 검증은 유의도 

p<.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IV. 연구 결과 및 논의

4.1 영어쓰기 지시문과 창의성 신장과의 관계

첫 번째 연구 문제는 영어쓰기 지시문 조건이 학습자들의 창의성 신장에 미치

는 효과에 관한 것이다. 표 1은 학습자들의 사전 창의력 사고 검사 결과에서 표

준 점수를 이용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 융통성 항목에

서 그림 지시문 그룹(M=91.74)이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유창성과 독창

성 항목에서는 읽기기반 지시문 그룹(M=90.37, M=94.59)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사전 창의성 지수 결과, 읽기기반(M=91.67), 그림(M=87.44), 그리고 규

정(M=71.54) 지시문 그룹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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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전 창의성 지수 기술통계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 과정으로,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주어진 문제나 상황에 

접근하여 새롭고 유용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며 문

제해결과정의 결과물로 간주된다(Guilford, 1968; Torrance, 1962). 창의성의 

하위 항목인 융통성, 유창성, 그리고 독창성에 대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김혜련, 2014; 마지현, 2019; Torrance, 1990, 1998). 융통

성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을 사

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창성은 특정 상황이나 주제의 요구 조건에 따라 가능

한 많은 아이디어나 해결방안을 산출해 내는 창의능력을 의미하며, 사물이나 현

상에 대한 표현이나 해결책을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신장될 수 있다. 그리고 독

창성은 기존 사고방식이나 시각과는 다른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나 해결방안

을 산출하는 창의능력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각 그룹의 사전 창의성 지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

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와 3에 제시된다. 사전 창의성 지수 결

과 그룹 간 차이가 나타났다(Sig.=.0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융통성

(Sig.=.001), 유창성(Sig.=.000), 독창성(Sig.=.000), 그리고 전체 창의성 지수

(Sig.=.000) 항목에서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룹
평균 (표준편차)

융통성 유창성 독창성 총점

규정 지시문 

(N = 24)

71.88 

(21.349)

69.08 

(16.875)

73.71 

(14.017)

71.54 

(16.922)

읽기기반 지시문

(N = 27)

90.07 

(16.253)

90.37 

(14.428)

94.59 

(13.486)

91.67 

(14.014)

그림 지시문 

(N = 27)

91.74 

(20.162)

84.37 

(14.350)

86.04 

(13.957)

87.44 

(1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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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사전 창의성 지수 다변량분산분석

p<.05, ES=Effect Size

표 3 사전 창의성 지수 그룹비교
항목 Source SS df MS F Sig. ES

융통성

집단간  6056.133  2 3028.066 8.134 .001 .178

집단내 27919.662 75  372.262      

총점 33975.795 77

유창성

집단간  6042.446  2 3021.223 13.085 .000 .259

집단내 17316.426 75  230.886      

총점 23358.812 77

독창성

집단간  5570.278  2 2785.139 14.595 .000 .280

집단내 14312.440 75  190.833      

총점 19882.718 77

총점

집단간  5632.362  2 2816.181 11.745 .000 .239

집단내 17982.625 75  239.768      

총점 23614.987 77

p<.05, ES=Effect Size

  그룹 간의 정확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 한 결과, 읽기기반 

지시문과 그림 지시문 그룹은 창의성 지수 항목에서 규정 지시문 그룹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읽기기반 지시문과 규정 지시문 그룹

은 융통성(Sig.=.004), 유창성(Sig.=.000), 독창성(Sig.=.000), 그리고 전체 창의

성 지수(Sig.=.00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지시문과 규정 지시문 그

룹은 융통성(Sig.=.001)), 유창성(Sig.=.002), 독창성(Sig.=.006), 그리고 전체 창

의성 지수(Sig.=.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읽기기반 지시문과 그

림 지시문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 세 그룹의 사전 창의성 지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동질집

Effect Value F  df Sig. ES

Intercept WilksLambda .023 770.290  72 .000 .977

Group WilksLambda .532   6.669 144 .00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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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후 창의력 사고 검사 분석에서는 기술통계와 

공다변량분석을 이용하였다. 먼저, 표 4는 사후 창의성 지수에 관한 기술통계 결

과를 보여준다.

표 4 사후 창의성 지수 기술통계

연구 결과, 융통성 항목의 경우 그림 지시문 그룹(M=101.59)이 가장 높은 점

수를 보였으며, 유창성과 독창성 항목의 경우 읽기기반 지시문 그룹(M=96.96, 

M=100.67)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전체 창의성 지수는 읽기기반

(M=99.41), 그림(M=94.59), 그리고 규정(M=80.00) 지시문 그룹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다음으로 표 5와 6은 공다변량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5 사후 창의성 지수 공다변량분석

p<.05, ES=Effect Size

그룹
평균 (표준편차)

융통성 유창성 독창성 총점

규정 지시문 

(N=24)

 81.79 

(16.919)

77.25 

(14.498)

 80.79 

(10.978)

 80.00 

(13.651)

읽기기반 지시문 

(N=27)

100.56 

(15.328)

96.96 

(10.829)

100.67 

(12.785)

 99.41 

(12.317)

그림 지시문 

(N=27)

101.59 

(18.346)

90.63 

(12.052)

 91.52 

(11.288)

 94.59 

(13.483)

Effect Value F df Sig. ES

Intercept WilksLambda .520 15.698  68 .000 .480

Group WilksLambda .742  2.733 136 .008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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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후 창의성 지수 그룹비교

p<.05, ES=Effect Size

  사후 창의성 지수 분석 결과, 유창성(Sig.=.005), 독창성Sig.=.005), 그리고 전

체 창의성 지수(Sig.=.024) 항목에서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각 영

역별 효과크기는 보통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ES=.100 ― .139). 보다 정확

한 그룹간 차이 분석을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표 7은 그 결과를 나타낸

다. 

표 7 사후 창의성 지수 사후검증

항목 Source SS df MS F Sig. ES

융통성

집단간    544.286  2 272.143 1.892 .158 .051

집단내  10214.331 71 143.864      

총점  10758.617 73

유창성

집단간    808.576  2 404.288 5.719 .005 .139

집단내   5019.443 71  70.696      

총점   5828.019 73

독창성

집단간    852.211  2 426.106 5.635 .005 .137

집단내   5369.168 71  75.622      

총점   6221.379 73

총점

집단간    637.447  2 318.723 3.942 .024 .100

집단내   5740.742 71  80.856      

총점   6378.189 73

항목      그룹 MD SE Sig.

융통성
규정 지시문

읽기기반 지시문 -6.919 4.127  .294

그림 지시문 -6.490 3.762  .267

읽기기반 지시문 그림 지시문   .429 3.837 1.000

유창성
규정 지시문

읽기기반 지시문 -9.576* 2.893  .004

그림 지시문 -3.080 2.637  .740

읽기기반 지시문 그림 지시문  6.496 2.690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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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5   

  유창성 항목의 경우, 읽기기반 지시문 그룹과 규정 지시문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Sig.=.004), 독창성 항목의 경우, 읽기기반 지시문 그룹은 규

정 지시문(Sig.=.005)과 그림 지시문(Sig.=.042) 그룹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창의성 지수의 경우, 읽기기반 지시문 그룹과 규정 지시문 그룹 간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Sig.=.019). 연구 결과, 읽기기반 지시문은 규정 지

시문과 그림 지시문에 비해 학습자들의 유창성, 독창성, 그리고 전체 창의성 지

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읽기기반 지시문의 특성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읽기기반 지시문에는 쓰기 주제와 그와 관련된 텍스트가 

제시된다. 학습자들은 모델 텍스트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사전 배경 지식을 활성

화시키고 이를 통합하면서 창의적 사고 능력을 확장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읽기기반 지시문을 활용한 쓰기 과업을 통해 학습자들은 기존의 사고를 더 

확장시켜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그 과정에서 독창적인 사고 능력 또한 

증진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융통성 항목의 경우, 세 그룹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인학습

자는 이전의 정립화 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해결 방안

을 사용하는 데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인 학습자들의 융통성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쓰기 교수법에 대한 추후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

겠다. 한 가지 방안으로 쓰기 과업 장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쓰기 장르는 이야기체로 한정된 점을 감안했을 때, 장르별 쓰기학습이 이

루어진다면 그에 따른 창의력 사고 신장에 미치는 다양한 효과를 보다 면밀히 조

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독창성
규정 지시문

읽기기반 지시문 -9.708* 2.992  .005

그림 지시문 -2.700 2.728  .977

읽기기반 지시문 그림 지시문  7.008* 2.782  .042

총점
규정 지시문

읽기기반 지시문 -8.684* 3.094  .019

그림 지시문 -4.037 2.821  .470

읽기기반 지시문 그림 지시문  4.647 2.876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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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영어쓰기 지시문과 쓰기 불안과의 관계

두 번째 연구 문제는 영어쓰기 지시문 조건이 학습자들의 쓰기 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다. 먼저, 사전 쓰기 불안 검사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와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8은 각 그룹의 사전 쓰기 불안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

를 보여준다. 쓰기 불안 하위 항목 중 인지적 불안(M=3.280)은 가장 높은 평균

값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 신체적 불안(M=3.247), 그리고 회피 행동(M=3.130) 

순으로 나타났다. 쓰기 불안의 하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적 불안은 

쓰기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학습자가 느끼는 두근거림이나 무감각 등의 증상으로 

불쾌한 감정이나 긴장감을 의미하며, 회피 행동은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

피, 철회, 그리고 과제지연이 포함되며, 인지적 불안은 타인의 평가, 결과에 대한 

걱정, 그리고 부정적인 예상 등으로 정의된다(Cheng, 2004; Xiao & Wong, 

2014). 

쓰기 불안 정도에 따른 각 그룹의 평균값을 보면, 그림 지시문 그룹(M=3.404)

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읽기기반 지시문(M=3.268) 그리고 

규정 지시문(M=2.966) 그룹 순으로 나타났다.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

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 쓰기 불안에 대한 그룹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Sig.=.451). 

표 8 사전 쓰기 불안 기술통계
항목 그룹 평균 표준편차 순위

신체적 불안

규정 지시문(N=24) 2.958  .940 3

읽기기반 지시문(N=27) 3.296  .765 2

그림 지시문(N=27) 3.455  .878 1

총점(N=78) 3.247  .874 2

회피 행동

규정 지시문(N=24) 2.935  .813 3

읽기기반 지시문(N=27) 3.116  .684 2

그림 지시문(N=27) 3.318  .628 1

총점(N=78) 3.130  .7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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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쓰기 지시문 조건에 따른 사후 쓰기 불안 검사 결과는 기술통계와 

다변량분산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표 9는 기술통계 결과를 나타낸다. 

표 9 사후 쓰기 불안 기술통계

인지적 불안

규정 지시문(N=24) 3.000  .951 3

읽기기반 지시문(N=27) 3.375  .755 2

그림 지시문(N=27) 3.435 1.097 1

총점(N=78) 3.280  .951 1

항목별 총점

규정 지시문(N=24) 2.966  .756 3

읽기기반 지시문(N=27) 3.268  .588 2

그림 지시문(N=27) 3.404  .755 1

전체 총점 총점(N=78) 3.222  .716

항목 그룹 평균 표준편차 순위

신체적 불안

규정 지시문(N=24) 2.851 1.139 3

읽기기반 지시문(N=27) 2.984   .889 2

그림 지시문(N=27) 3.101   .936 1

총점(N=78) 2.984   .980 2

회피 행동

규정 지시문(N=24) 2.702   .982 3

읽기기반 지시문(N=27) 2.788   .789 2

그림 지시문(N=27) 3.101   .733 1

총점(N=78) 2.870   .842 3

인지적 불안

규정 지시문(N=24) 2.885  1.111 3

읽기기반 지시문(N=27) 3.088   .918 1

그림 지시문(N=27) 3.046  1.057 2

총점(N=78) 3.011  1.019 1

항목별 총점

규정 지시문(N=24) 2.816   .971 3

읽기기반 지시문(N=27) 2.960   .789 2

그림 지시문(N=27) 3.081   .789 1

전체 총점 총점(N=78) 2.958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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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 불안 하위 항목 중 인지적 불안(M=3.011)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냈

으며 그 다음 신체적 불안(M=2.984), 그리고 회피 행동(M=2.870) 순으로 나타

났다. 학습자들의 사후 쓰기 불안 검사 평균값은 사전 쓰기 불안 검사 평균값보

다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표 8 참조), 이는 쓰기 과업을 수행 한 후 

학습자들의 불안 정도가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쓰기 불안 정도에 따른 각 그룹의 

평균값을 보면, 그림 지시문(M=3.081) 그룹은 가장 높은 쓰기 불안 점수를 보였

으며, 그 다음으로 읽기기반 지시문(M=2.960) 그리고 규정 지시문(M=2.816) 그

룹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그룹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후 

쓰기 불안 검사 결과에서 그룹 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Sig.=.579). 본 연

구 결과, 쓰기 과업을 수행한 세 그룹 모두 쓰기 불안 정도는 낮아졌지만, 쓰기 

지시문 조건은 각 그룹 학습자들의 쓰기 불안 요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학습자들은 지시문 조건

에 따라 쓰기 과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쓰기학습에 대한 두

려움과 부정적인 인식 정도의 차이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각 그룹별로 사전·사후 쓰기 불안 검사 결과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읽기기반 지시문 그룹의 경우, 쓰기 과업

을 수행한 후 학습자들의 신체적 불안(Sig.=.012)과 회피 행동(Sig.=.029) 영역

에서 쓰기 불안 정도가 유의미하게 낮아졌으며, 그림 지시문 그룹 경우 학습자들

의 신체적 불안(Sig.=.008)과 인지적 불안(Sig.=.011) 영역에서 쓰기 불안 정도

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반면 규정 지시문 그룹의 경우, 쓰기 불안 정도의 차이

는 과업을 수행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시문 조건에서 분석해 볼 수 있겠다. 읽기기반 지시문과 그림 

지시문은 쓰기 주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모델 텍스트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두 그룹의 학습자들은 쓰기 과업을 할 때 느끼

는 긴장감, 불안감, 시간제한에 대한 압박감, 회피행동이 줄어들었고, 타인의 부

정적인 평가와 시각 그리고 낮은 점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경감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이에 반해 규정 지시문은 쓰기 주제에 관한 상황을 제시하고 그 

규정안에서 글을 서술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264 조  영  아

판단된다.  

L2 쓰기학습 연구에 따르면, 쓰기 불안은 쓰기 성취도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반면 자기 효능감과 학습 태도는 쓰기 능력과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

인다(Erkan & Saban, 2011; Kirmizi & Kirmizi, 2015; Woodrow, 2011). 따라

서 학습자들의 쓰기 불안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법을 제시하

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기 효능감과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쓰기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4.3 영어쓰기 지시문과 쓰기 성취도와의 관계

세 번째 연구 문제는 쓰기 지시문 조건이 학습자들의 쓰기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것이다. 먼저 학습자들의 영어 능숙도는 토익 모의시험과 사전 쓰기 

검사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토익 모의시험 점수는 총 15점으로, 규정 지시문

(M=6.63), 읽기기반 지시문(M=6.33), 그리고 그림 지시문(M=7.15)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Sig.=.476). 다음으로 표 10은 사전 쓰기 검사

에 대한 기술통계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10 사전 쓰기 검사 기술통계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총 30점)

p<.05, ES=Effect Size

  각 그룹의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규정 지시문은 12.417, 읽기기반 지시문은 

14.148, 그리고 그림 지시문은 12.444로 나타났으며,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Sig.=.366). 따라서 토익 모의시험과 사전 쓰기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세 그룹은 동질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표 11은 사후 쓰기 검사에 대한 기술통계와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그룹 평균 표준편차 F Sig. ES

규정 지시문(N=24) 12.417 4.905 1.018 .366 .026

읽기기반 지시문(N=27) 14.148 4.940

그림 지시문(N=27) 12.444 5.298

총점 13.026 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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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여준다. 각 그룹의 점수를 살펴보면, 읽기기반 지시문 그룹은 21.833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으며, 그림 지시문 그룹은 21.019, 그리고 규정 지시문 

그룹은 17.917로 나타났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Sig.=.001) 효과크기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ES=.174). 

표 11 사후 쓰기 검사 기술통계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총 30점) 

p<.05, ES=Effect Size

  다음으로, 그룹 간의 정확한 차이 분석을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는 표 12에 제시된다. 읽기기반 지시문(Sig.=.001)과 그림 지시문(Sig.=.011) 그

룹 학습자들은 규정 지시문 그룹 학습자들보다 높은 쓰기 점수를 획득하면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읽기기반 지시문과 그림 지시문 그룹 간의 쓰기 능

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사후 쓰기 검사 사후검증

p<.05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먼저 쓰기학습에서 읽

기기반 지시문의 효과를 살펴보면, Cho Y.-A(2019) 연구에서는 읽기기반 지시

문 그룹 학습자들은 규정 지시문 그룹 학습자들에 비해 쓰기 능숙도에서 유의미

한 향상을 보였다. Kang(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습자는 쓰기 과업을 수

그룹 평균 표준편차 F Sig. ES

규정 지시문(N=24) 17.917 3.020 7.929 .001 .174

읽기기반 지시문(N=27) 21.833 3.947

그림 지시문(N=27) 21.019 3.899

총점 20.346 3.986

         그룹 MD SE Sig.

사후

검사

규정 지시문
읽기기반 지시문 -3.9167* 1.0295  .001

그림 지시문 -3.1019* 1.0295  .011

읽기기반 지시문 그림 지시문   .8148  .998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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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어휘나 언어적 요소의 문제점들을 모델 텍스트를 통

해 해결 할 수 있다. 즉, 학습자들은 모델 텍스트에서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여 자

신의 글에 통합시킴으로써 어휘력뿐만이 아니라 내용 측면에서도 향상된 결과를 

보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쓰기학습에서 그림 지시문의 효과를 다룬 선

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일련의 그림들은 학습자들의 학습 몰입도를 높여주

고, 어휘와 문법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특히 성인학습자들의 

이야기체 글쓰기에 긍정적인 학습효과를 가져다준다(Gutiérrez, Puello, & 

Galvis, 2015; Huh & Lee, 2018; Listyani, 2019). 

  종합적으로, L2 쓰기학습에서 읽기기반 지시문과 그림 지시문 제시는 학습자

들이 모델 텍스트와 그림을 통해 어휘, 구조, 언어 사용, 문법, 글의 전개 방식 등 

글의 다양한 측면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글에 적용시키는 훈련을 통해 보

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쓰기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어쓰기 지시문 조건이 L2 학습자의 창의성, 쓰기 불안, 그리고 쓰

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읽기기반 지시문은 규정 지

시문에 비해 유창성과 전체 창의성 지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규정 지시문과 그림 지시문에 비해 독창성 영역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를 주었다. 

쓰기 불안과 관련하여, 쓰기 지시문 조건은 그룹 간 쓰기 불안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읽기기반 지시문과 그림 지시문 그룹 학습자들은 쓰기 

과업을 수행 한 후 쓰기 불안 정도가 경감되었다. 쓰기 성취도 부분에서 읽기기

반 지시문과 그림 지시문은 학습자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

다. 따라서 쓰기 지시문 조건은 학습자의 창의성, 쓰기 불안, 그리고 쓰기 성취도

에 각기 다른 학습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L2 쓰기학습에서 쓰기 지시문을 선정하

는 데 있어 학습자들의 인지적 그리고 정의적 요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실행하고

자 하는 지시문 유형의 특징과 장·단점을 파악하여 쓰기학습에 실질적 영향을 줄 



영어쓰기 지시문 조건이 창의성, 쓰기 불안, 쓰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67

수 있는 교수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선행연구자들은 L2 쓰기학습에서 지시문의 효과를 강조하면서, 지시문을 구

상하는 데 있어 쓰기 목적, 주제, 단어 선택, 과업, 상황, 독자 등 여러 변인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한다(Kroll & Reid, 1994; Weigle, 2002). 더욱이  L2 쓰

기학습 과정에서 정교한 지시문 제시는 학습자들이 효과적으로 쓰기를 할 수 있

도록 장려하고 보다 정확한 쓰기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

시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또한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지시문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시적 교수와 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Miller et al., 

2016; Ong & Zhang, 2010).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은 지시문을 활용한 쓰기학

습을 통해 효율적인 쓰기 전략을 인지하고 차후 쓰기학습에 적용함으로써 과업

에 대한 이해력을 높여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해지며 학습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L2 학습에서는 실제 교실 수업과 교수법에 구체적

이고 진정성 있는 수업 모델을 적용·실천하여 학습자의 영어 쓰기능력 향상에 영

향을 미쳐 그에 따른 환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쓰기학습에서 지시문 조건이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

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는 영어 쓰기

학습 연구가 주로 학습자의 언어 능력 신장 측면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와 달

리,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창의적 사고 영역과 정의적 요인으로 확장시켜 비교·

분석하였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에서도 도출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한다

면 쓰기 교수법 모형개발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쓰기 지시문 조건에 따른 쓰기학습 불안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양적 조사 방

법으로 실시하였는데, 학습자들의 성찰일지와 심층 인터뷰, 그리고 학급 관찰 일

지 등 추가적인 연구 자료 분석을 후속연구에 제안한다.   

Works Cited

Asmari, AbdulRahman Al. Investigation of writing strategies, writing apprehension, and 
writing achievement among Saudi EFL-major students.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6.11 (2013): 130-143. Print. 



268 조  영  아

Butler, Linda. Longman academic writing series 1. Hoboken, Pearson Education, 2017. Print.
Cheng, Yuh Show. A measure of second language writing anxiety: Scale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3.4 (2004): 313-335. 
Print. 

      .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four brief measures of L2 
language-skill-specific anxiety. System, 68 (2017): 15-25. print.

Cheung, Wai Ming. Effects of hierarchical versus sequential structuring of teaching content on 
creativity in Chinese writing. Instructional Science 39 (2011): 63-85. Print.

Cho Minyoung. The effects of prompts on L2 writing performance and engagement. American 
Council on the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52 (2019): 576-594. Print.

Cho, Young Ah. The effects of writing prompt types on L2 learners' writing strategy use and 
performanc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3 (2019): 295-314. Print.

Chow, Bonnie Wing-Yin., Hey Tou. Chiu., and Simpson W. L. Wong. Anxiety in reading and 
liste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Chinese undergraduate students. Language 
Teaching Research 22.6 (2018): 719-738. Print.

East, Martin. Evaluating the reliability of a detailed analytic scoring rubric for foreign 
language writing. Assessing Writing 14 (2009): 88-115. Print.

Erkan, Dilek Yavuz., and Ayten İİflazoğğlu. Saban. Writing performance relative to writing 
apprehension, self-efficacy in writing, and attitudes towards writing: A correlational 
study in Turkish tertiary-Level EFL. Asian EFL Journal 13.1 (2011): 164-190. Print.

Farshi, Najmeh., and Mansoor. Tavakoli. The effects of concept mapping strategy and aural 
vs. written prompts on writing test performance under different planning conditions. 
The Journal of Teaching Language Skills 6.2 (2014): 1-25. Print. 

Ge, Xun., and Susan M. Land. A conceptual framework for scaffolding III-structured 
problem-solving processes using question prompts and peer interaction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52.2 (2004): 5-22. Print.

Graves, Anne., Melvyn. Semmel., and Michael. Gerber. The effects of story prompts on  the 
narrative production of students with and without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7.2 (1994): 154-164. Print. 

Guilford, Joy Paul. Intelligence, creativity, and their educational implications. San Diego: 
Knapp, 1968. Print.

Gutiérrez, Katia Gregoria C., Miriam Niño. Puello., and Luis Alberto Pérez. Galvis. Using 
picture series techniques to enhance narrative writing among ninth grade students at 
Institución Educativa Simón Araujo. English Language Teaching 8.5 (2015): 45-71. 
Print.

Hamp-Lyons, Liz., and Sheila Prochnow. Mathias. Examining expert judgements of task 
difficulty on essay test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1 (1994): 49-68. Print. 



영어쓰기 지시문 조건이 창의성, 쓰기 불안, 쓰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69

Hessler, Theresa L. The effects of an extended prompt versus a typical prompt on the length 
and quality of first draft essays written by urban secondary students with mild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5. Print.

Huot, Brian. (1990). The literature of direct writing assessment: Major concerns and prevailing 
trend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0.2 (1990): 237-263. Print. 

Huh, Myung-Hye., and Jongnong. Lee. Task complexity and writing prompts and performance 
in EFL high school students' narrative writing. English Teaching 73.4 (2018): 55-71. 
Print. 

Hyland, Fiona., and Ken. Hyland. Sugaring the pill: Praise and criticism in written feedback.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0.3 (2001): 185-212. Print.  

Jung, Jooeun. Prompt effect on narrative writing and preferences in children and readers: 
Picture series vs. single scene prediction tasks. Unpublished master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yungpook, 2012. Print.

Kang, Eun Young. Using model texts as a form of feedback in L2 Writing. System 89 (2020): 
1-11. Print. 

Kim, Hye-Ryun. Fostering creativity in the elementary school English classroom. English 
Language Teaching 26.3 (2014): 113-137. Print. 
[김혜련. ｢초등영어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의 실천 방안 연구｣. 영어교육연구 26.3 
(2014): 113-137.] 

Kim, Hyoeun., and Gayeon. Kim. Examining the effects of writing prompts on advanced 
Korean-language learners via the think-aloud protocol.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8.7(2018). 237-257. Print.
[김효은, 김가연. ｢지시문 유형에 따른 쓰기 양상 연구: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사

고 구술을 통해｣.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7 (2018): 237-257.] 
Kirmizi, Özkan., and Gülin Dagdeviren. Kirmizi. An investigation of L2 learners’ writing 

self-efficacy, writing anxiety and its causes at higher education in Turkey.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4.2 (2015): 57-66. Print.

Kroll, Barbara., and Joy. Reid. Guidelines for designing writing prompts: Clarifications, 
caveats, and caution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3 (1994): 231-255. Print.

Kwon, Mijin. Study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writing anxiety and English 
writing performa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17. Print.
[권미진. ｢한국인 대학생의 영어 쓰기 불안과 영어 쓰기 수행능력에 관한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서울, 2017.] 

Lee, Yeon-Kyoung, and Hye-Ryun. Kim. The effects of pattern poem writing on elementary 
English learners’ writing ability and creativity. Primary English Education 22.4 (2016): 
141-163. Print.
[이연경, 김혜련. ｢패턴시 쓰기가 초등영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과 창의성에 미치



270 조  영  아

는 효과｣. 초등영어교육 22.4 (2016): 141-163.] 
Listyani, Lydia. The use of visual image to promote narrative writing ability and creativity. 

Euras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0 (2019): 196-224. Print.
Ma, Jee Hyun. The study of Korean EFL middle school student’s creativity and English 

ability.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1 (2019): 331-348. Print.
[마지현. ｢한국 중학생의 창의성 정도와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 영어영문학연구 
45.1 (2019): 331-348.]  

Miller, Ryan T., Thomas D. Mitchell, and Silvia. Pessoa. Impact of source texts and prompts 
on students' genre uptake.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1 (2016): 11-24. Print.  

Ministry of Education. 2009 revised curriculum: An introduction to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curriculum, No. 2009-41, 2009. Print.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

부고시｣. 제2009-41호, 2009.]
      . An introduction to primary, middle and high schools curriculum, No. 2015-74, 2015. 

Print.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5-74호, 

2015.]
Oh, Young Hun. A study on youth writing for reinforcement of creativity and personality. 

Journal of Education and Culture 22.5 (2016): 291-312. Print.
[오영훈.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청소년 글쓰기 연구｣. 교육문화연구 22.5 
(2016): 291-312.] 

Olshtain, Elite. Functional tasks for mastering the mechanics of writing and going just beyond. 
In M. Celce-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pp. 207-218) Boston: Heinle & Heinle, 2001. Print.

Ong, Justina., and Lawrence Jun. Zhang.  Effects of task complexity on the fluency and 
lexical complexity in EFL students' argumentative writing.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19.4 (2010): 218-233. Print.

Park, Soojin. The effects of writing prompt and purpose o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riting performance, attitude and metadiscourse use. Unpublished master these.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7. Print.
[박수진. ｢평가 지시문 유형과 쓰기 목적이 고등학교 영어 학습자의 쓰기 수행과 

태도 및 상위담화 사용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2017] 

Pavlik, Cheryl., and Margaret Keenan. Segal. Interactions 1 writing. New York, NY: 
McGraw-Hill Education, 2007. Print.

Rosenhan, Claudia., and Nicola. Galloway. Creativity, self-reflection and subversion: Poetry 
writing for Global Englishes awareness raising. System 84 (2019):1-13. Print.



영어쓰기 지시문 조건이 창의성, 쓰기 불안, 쓰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271

Ruth, Leo., and Sandra. Murphy. Designing writing tasks for the assessment of writing. Ablex, 
Norwood, NJ, 1998. Print.

Seely, J. The Oxford guide to writing & speaking.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rint.

Spaventa, Lou J., and Marilynn L. Spaventa. Writing to learn: The essay. New York, NY: 
McGraw-Hill Education, 2001. Print.

Syarifah, Eva Fitriani., and Raynesa Noor. Emiliasari. Project-based learning to develop 
students' ability and creativity in writing narrative story. Indonesian EFL Journal 5.1 
(2019): 85-94. Print.

Torrance, E. Paul. Guiding creative talent. Englewood Cliffs. NY: Prentice-Hall, 1962. Print.
      .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Norms.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Inc, 1990. Print.
      . The Torrance test of creative thinking: Norms-technical manual-figural(streamlined) 

forms A & B. Bensenville, IL: Scholastic Testing Service Inc, 1998. Print.
Uni TOEIC actual test 401. NE능률 영어교육연구소, 서울, 2016. Print.
Walker, Robin., and Camen Pérez. Ríu. Coherence in the assessment of writing skills. ELT 

Journal 62.1 (2008): 18-28. Print.
Way, Denise Paige., Elizabeth G. Joiner., and Michael E. Seaman. Writing in the secondary 

foreign language classroom: The effects of prompts and tasks on novice learners of 
French. The modern Language Journal 84.2 (2000): 171-184. Print.

Weigle, Sara Cushing. Assessing writing.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rint. 

Woodrow, Lindy. College English writing effect: Self-efficacy and anxiety. System 39 (2011): 
510-522. Print.

Wu, Ruey-Jiuan Regina. Native and non-native students’ interaction with a text-based prompt. 
Assessing Writing 18(2013): 202-217. Print. 

Xiao, Yang., and Ka F. Wong. Exploring heritage language anxiety: A study of Chinese 
heritage language learner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8.2 (2014): 589-611. Print.  

조영아 (광주대학교/ 조교수)
주소: (6174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277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이메일: blanche05@hanmail.net

논문접수일: 2020. 03. 31. / 심사완료일: 2020. 05. 13 / 게재확정일: 2020. 05.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