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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Purpose of the study
▶ Although numerous prev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learners’ use of connectors, most of 
them have focused on corpus-based connectors 
and connector misuse.

▶ Overuse and misuse of connectors result from 
English education practices (Granger & Tyson, 1996; 
Ha, 2014; Ryoo, 2007; Xu & Liu, 2012; Yoon, 2006).

▶Misuse cases of connectors were analyzed
qualitatively (홍정혜, 2018; Jung, 2013): Interviews
and surveys have not been conducted.



Research Questions

1) How do college students learn English connectors in
English writing classes?

2) What are some difficulties when they face in terms of
English connector use?

3) What are some writing strategies that these students
use during pre-writing and post-writing?



II. Previous Studies Overseas 
▶ Ibtisam (2015): 20 postgraduate international students
in Australia
■ major difficulties: coherence, cohesion > expressing

their own voice> paraphrasing

▶ Phakiti & Li (2011): academic reading and writing
difficulties (Asian ESL international students in Master’s
Degree in TESOL)
■ Likert-scale questionnaire: 51 students

Semi-structured interview: 11 students
■ reading (academic vocabulary) > academic writing

(synthesizing ideas from various sources, lacking students’
voice)
■ composing an extensive writing: 2,500 words for

assignment



II. Previous Studies in Korea 
▶ 김 영 숙 (2007): 4 Korean high school students who
studied in the U.S
■ writing is the weakest part: 3 students
■ check and correct their grammar errors on their

own > get others’ help

▶ 조혜윤(2006): 20 students in English writing class
■ difficulties of English writing: learners’ lack of effort,

lack of background knowledge, interference of their first
language, difficulties of target language



▶ 임정완, 최에레사(2008): 82 students
■ frequent errors: NP, VP, structure of the sentences
■ 87.8%: learners’ lack of effort
■ 73.1%: interference of learners’ first language
■ 74.7%: lack of English vocabulary

à Survey
àQuestionnaires related to the use of connectors were

not included.

II. Previous Studies in Korea 



1. Participants: 19 college students
2. Instruments: Questionnaire survey and

structural interviews
3. Data analysis

III. Research Method 



Participants: Gender 

Female: 16/19 (84.2%)

Male: 3/19 (15.8%)



Participants: Major

English major: 16/19 (84.2%)

Non-English major: 3/19       
(15.8%)



Participants: TOEIC Score

745~875: 10/19       
(52.6%)

I haven’t taken any TOEIC or TOEIC 
practice test yet: 4/19 (21.1%)



Participants’ TOEIC Score

Reference: ETS TOEIC Speaking test website 
(https://exam.ybmnet.co.kr/toeicswt/introduce/relation.asp)



Participants’ TOEIC Score

Reference: Best Practices for Comparing TOEIC® Speaking Test Scores to Other 
Assessments and Standards: A Score User’s Guide (Jonathan Schmidgall, 2018 )



Participants’ experience of staying 
abroad

Yes: 13/19 (68.4%)

No: 6/19 (31.6%)



Participants’ experience of staying 
abroad



Participants’ experience of staying 
abroad

From one month 
to six months:
4/13 (30.8%)

Less than one month: 4/13 (30.8%)

From seven months to one 
year: 2/13 (15.4%)

Over one year: 3/13 (23.1%)



Participants’ experience of staying 
abroad



Questionnaire Survey

Ibtisam, A.H.A.B. (2015). Academic Writing Difficulties of ESL Learners. 2015 WEI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Proceedings. 



Questionnaire Survey

조혜윤. (2006). 영작문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한 질적 연구 – 한국 대학생을 중심
으로. 석사학위논문.  



13 questions on the 5-level Likert 
scale



13 questions on the 5-level Likert 
Scale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742



Structural interview questions
1. How do you usually plan your English writing before

you write?

2. What methods do you use in English writing?

3. Have you studied connectors in English writing classes
at the university? What are some ways to learn
English writing at the university?

4. Write the top ten most used connectors when you
write in English.

5. If you do not have any experience of studying
connectors or feel the experience is not enough, how
do you improve your skills to use connectors?



Structural interview questions
6. If you feel the need of studying about connectors,

explain the specific reasons.

7. There are three common ways to brainstorm before
writing in English: semantic mapping, free writing, and
outlining. Which method(s) do you usually use?

8. What are your ways to revise your writing after the
draft writing?



Data analysis  
▶ How do college students learn English connectors
in English writing class?
à SPSS frequency analysis + qualitative analysis

▶ What are some difficulties when college students
face in terms of English connectors?
à Qualitative analysis

▶ What are some strategies in English writing that 
students use focusing on prewriting and post writing?
à SPSS frequency analysis + qualitative analysis



IV. Results of the study 
▶ ① How do college students learn English connectors
in English writing class?

<Table 1> Difficult to use appropriate expressions across
sentences or across paragraphs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1 1 5.3 5.3 5.3
2 6 31.6 31.6 36.8
3 8 42.1 42.1 78.9
4 4 21.1 21.1 100.0
전체 19 100.0 100.0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질적 분석 자료]

YJ

- 접속어가 적절하게 사용된 문장을 참고하여 해당 접속어를 사용해 작문
해보고, 접속어가 잘못 쓰인 문장은 고쳐보면서 학습했다.

DH

- 대학에서 교양과 전공 시간에 접속어를 배운 적이 있다. 접속어가 사용된
문장을 독해하면서 그 접속어의 뜻과 동의어, 주로 사용되는 위치 등을 배
웠다. 뿐만 아니라 영작문 시간에 상황 별로 적절한 접속어를 직접 배우고
외우기도 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영작을 하며 직접 접속어를 사용해
볼 때 가장 큰 효과를 본 것 같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Crewe (1990), Yoon (2006): lists of connectors that have 
similar meanings

▶ Mostly the participants learn connectors that have similar 
functions or categories.

[질적 분석 자료]
YJ
- 접속어의 다양한 종류를 유사한 뜻을 가진 접속어 위주로 배
웠다.

JW
- 비슷한 기능을 하는 접속사끼리 묶는 방법으로 배웠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질적 분석 자료]
CL
- 비슷한 기능을 하거나 비슷한 형태를 가져오는 접속사끼리
묶어서 학습하였다. (예를 들어 등위 접속사 and, but, or은 A
와 B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A와 B의 형태가 같아야 한다. 또
는 because, since, while 등의 접속사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온다. 등)



IV. Results of the study 

▶ ② What are some difficulties when college students face
in terms of English connectors?

[질적 분석 자료]

YM

- 영어 접속어 사용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글쓰기 경험
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작문 수업을 들으면서 하는
에세이 과제를 통해 글쓰기 실력이 향상 되는 것을 느꼈고, 그
것과 동시에 접속사의 사용 방법도 익히게 되었습니다. 특정
접속사를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해 보며 글쓰기를 하는 것이
접속사 사용을 향상 시키는 데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질적 분석 자료]

JW

- 간단한 문장을 영작하면서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
과적으로 접속사를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DH

- 제시된 문장 속에서 접속어를 찾고, 외우는 것도 좋지만 무
엇보다 영작하면서 직접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직접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아보면서 문장 사이에 넣
은 접속어는 잘 기억나기 때문에 배우는 것과 동시에 자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experiences that students feel the necessity of studying 
connectors 

[질적 분석 자료]
YM
- 가끔 작문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접속사가 제일 좋지? 어떤 접속
사를 사용해야 한국말로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 라는 고
민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더 다양한 접속어의 학습
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JY
- 접속사가 영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속사를 올바
르게 사용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작 과제나 시험에서
접속사는 꼭 빠지지 않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무작정 많이
사용하기 보다는 적절한 위치에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접속사가 사
용된 여러 문장을 통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experiences that students feel the necessity of studying 
connectors 

[질적 분석 자료]
YJ
- 작문을 할 때, 문장과 문장이 매끄럽게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접속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글을 더욱 가독성 좋
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experiences that students feel the unnecessity of studying 
connectors 

[질적 분석 자료]
JW
- 접속사 학습의 필요성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CL
-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접속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러 번 상기 시켜주는 것은 접속사를 더욱 올바르
게 사용하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영작 시 접속사를 써야하는 경우
에서 “and”만 무작위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더 좋은 글쓰
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속사를 쓰는 것이 때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많은 접속어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글쓰기에 있어 다양한 접
속어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더욱 좋은 글쓰기를 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
한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③ What are some strategies in English writing that
students use focusing on prewriting and post writing?

<Table 2> Q 1. I make an outline including the main points 
of my assignment.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3 6 31.6 31.6 31.6

4 11 57.9 57.9 89.5

5 2 10.5 10.5 100.0

전체 19 100.0 100.0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considering points in prewriting stage: data collection
about topic, setting the topic, requirements of the
assignment

[질적 분석 자료]
YJ
- 글쓰기 전 주제에 관한 간단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어떤 내용으로 구상
할 것인지 생각해 본다. 각 문단마다 들어가야 할 주장, 그를 뒷받침하는 근
거 등을 최대한 꼼꼼하게 찾아본다. 주어진 과제에 대한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잊지 않고 포함하기 위해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개요를 짠다.

JY
- 주어진 과제에 대한 교수자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질문을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본다. 질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다르게 생각해본다. 주제에 관련
한 글이나 자료를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확인해본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types of brainstorming: outlining

[질적 분석 자료]

YJ

- 개요 작성을 주로 사용한다. 특히,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두세 가지
간추려 범주화 한 뒤, 세부 사항으로 구성된 하위 내용을 작성하는 방식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개요를 작성하고 나면,
글의 방향성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글의 틀이 잡히기 때문에 작문 전에 개
요 작성을 필수적으로 하는 편이다.

DH

- 나는 개요 작성을 가장 많이 쓴다. 개요 작성을 했을 때 글의 통일성이 가
장 잘 지켜지는 것 같았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types of brainstorming: multiple-used

[질적 분석 자료]

JW

- 일단 자유 작문을 통해서 생각나는 바를 글로 옮기고 그 이후에 개요 작
성을 통해 글을 다듬습니다. 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글을 작성하
다 보면 핵심적인 단어가 글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자유 작문으로 글을
작성하고 그 글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찾아 개요 작성 방식으로 글을 다듬
고 마무리합니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types of brainstorming: multiple-used

[질적 분석 자료]

CL

- 나는 주로 자유 작문의 방법을 사용한다. 어떠한 주제를 받으면 문단을
어떻게 나눌 것이며 내용을 어떤 흐름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바로 떠오
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론 다양하고 폭 넓은 사고가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럴 때에는 마인
드맵 즉, 의미 지도 사용의 방식을 종종 사용하기도 된다.

나는 자유 작문을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의미 지도 사용과 함께 두 가지 방
법을 통해 주로 작문을 한다고 생각한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reread after writing

<Table 3> Q 2. I go back to my writing to revise the 
content and make my ideas clearer.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3 3 15.8 15.8 15.8 

4 11 57.9 57.9 73.7 

5 5 26.3 26.3 100.0 

전체 19 100.0 100.0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purpose of reread after writing: finding out weakness of
their writing, clarification of their voice

[질적 분석 자료]
JW

- 작성한 글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고 내 글에서 부족한 점이나 반박할 점
을 찾아 글을 보충한다.

YM

- 어떻게 해야 내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글을
쓰는 편입니다. 글을 쓴 후 한 번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허
점이 보이지는 않는지, 이유가 불충분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최대한
간결하며 분명하게 글을 전달하기 위해 글을 쓰고 여러 번 읽어봅니다.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purpose of reread after writing: revising the content

<Table 4> Q 4. In my assignments, in general, I pay more 
attention to the content than to the langu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2 3 15.8 15.8 15.8

3 3 15.8 15.8 31.6
4 10 52.6 52.6 84.2
5 3 15.8 15.8 100.0
전체 19 100.0 100.0



▶ post-writing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3 1 5.3 5.3 5.3

4 12 63.2 63.2 68.4

5 6 31.6 31.6 100.0

전체 19 100.0 100.0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Table 5> Q 3. I go back to my writing to edit the 
grammar, vocabulary, spelling, and punctuation.>



IV. Results of the study (cont’d) 

▶ post-writing

[질적 분석 자료]

DH

- 가장 먼저 눈에 쉽게 들어오는 오타를 수정한다. 이후에 문법적인 오류를
고치기 위해 문장 구조나 동사의 쓰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한글로 다시 번
역해보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문장 부호를
확인한다.

CL

- 나는 무조건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며 어색한 문장은 없는지, 어휘는
적절히 잘 썼는지, 오타가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한다. 때론 기회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작한 것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은 후 수정한다.



V. Conclusions & Limitations
Conclusions 

▶ One participant learned connectors in the settings that memorize the
connectors which has similar meanings, mostly learners were taught
connectors that have similar functions or categories.

▶ The students who feel the necessity of studying connectors want to
learn how to use them correctly due to readers’ readability, naturalness
in English writing, and high importance of connectors in English writing
and tests.

▶ Although two participants did not feel the necessity of studying
connectors, one interviewee admitted that she overused ‘and’ and
learning about the use of various connectors gave positive effects to her
essay writings.



Limitations of the study 

■ Small scale survey: 19 participants for the questionnaire 
survey and 6 participants for structural interviews

■ structural interview by using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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