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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a new direction of college English programs,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Korean university EFL leamer needs. With this goal, this 

study discusses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provided for 405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tudy also 

discusses a new direction of desirable English programs on the basis of 
the needs assessment. 

1. 연구의 목적 몇 펠요성 

현재까지 한국의 영어교육은 대체로 무엇을(what) 어떻게 (how) 가르칠 

것인가에 관심을 쏟고 누가(who) 무슨 이유로(why) 배우고자 하는지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신문수 · 양현권 · 김진완， 1998, p. 2). 그 결 

과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별로 고려하지 않고 교육 공급자가 획일적으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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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도하는 방식이 한국의 영어교육 현장을 지배하였다. 따라서 교육 수요 

자인 학습자 쪽으로 눈을 돌려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어교육 

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어 학습자의 의사 소통 욕구를 체계적 

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거기에 합당한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을 찾는 학습자 

중심의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신장 

시키고자 하는 내적인 실천적 압력일 뿐만 아니라 개방화되고 다원화된 사 

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영어 교육적 맥락에 있어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대학생 

영 어 학습자를 위 한 영 어 교과과정 (curriculum) 및 교수요목(syllabus)의 계 

획과 설계에 있어 필수적이고 선결 요소인 학습자의 필요 욕구(needs)를 조 

사 분석하는 데에 있다. 특히 학제적인 관점과 특수목적 영어 (ESP: English 

for specific purpose)와 관련된 관점에서 연구 개발된 신문수 외 2인 (1998) 

의 필요 욕구 조사(needs assessment) 설문지 문항을 이용하여 한국인 대학 

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오늘날 모국어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 교과과정 

이나 교수요목을 설계하는데 먼저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 

요한 요건으로 주창되고 있으나 외국어로서의 영어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인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언어기능에만 관심을 두고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밝혀내고 분석함으로 

써， 현 대학 영어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에 대한 필요 욕구 분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한다. 

신문수 외 2인(1998)이 언급한 것처럼 학습자의 필요 욕구 분석을 영어교 

육의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지 

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Witkin(1984)의 필요 욕구 분석의 목적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영어교육의 

현장에서도 학습자의 필요 욕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현재 운용하고 있 

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작 

업이 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상과 기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필요 

욕구의 개념 (Witkin & Altschuld, 1995)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필요 욕구 

분석은 문제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의 해결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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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선행 연구 

영어교육 연구 분야에 있어서 특수목적 영어 (ESP)나 학문목적 영어 (EAP) 

및 과업중심 (task-based) 영어학습과 관련된 연구는 학습자의 필요 욕구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또한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분석은 교과과정의 설 

계， 교재 선정 및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Bensch， 

1996). Bensch(1996)는 학습자가 학습배경과 학습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설문지， 교과목 필수사항 및 과제 등에 대한 조사， 실제 교수 · 학습 상 

황에서의 학습자와 교사에 대한 관찰 등으로 펼요 욕구 분석을 할 수 있다 

고 밝혔다‘ 

비록 학자에 따라서 필요 욕구 분석의 목적을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 

하는 실제 상황을 기술하는 데에 두거1-}(]ohns， 1991) 혹은 학습환경 변화를 

위한 근거로서 분석 결과를 이용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Bensch， 1996) 등 

필요 욕구 분석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학습자의 언어적이고 의사소통적인 

필요 욕구와 목표를 찾아내는 출발점으로 필요 욕구 분석을 인식하고 있다 

(Feπis， 1998). 

이제까지의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연구로는 Frodesen (1995)처럼 

학습자의 학습배경과 학습목표에 대해서 학습자를 통해 조사하거나 

]ohns (1981)처럼 필요 교과목에 대해서 교사를 통해 조사하는 연구가 있다. 

또한 Braine(1995)과 Horowitz(1986)는 학습과제 에 대 한 자료수집 과 분류를 

통해서， McKenna(1987)는 실제 교실현장에서 학습자의 언어행위에 대한 관 

찰을 통해서， Prior(1995)는 학습과제와 담화 및 교실 행위에 대한 조사로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러한 

필요 욕구 분석은 먼저 학습자의 목표영어 상황의 요소들을 찾아내어 그것 

들을 영어 학습지도의 기초로 삼아 교사들이 학습자에게 펼요한 특정 정보 

를 제공하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이와 같은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조사는 매우 미약 

한 실정이다(신문수 외 2인， 1998).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위한 영어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syllabus)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 

서 필수적 인 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조사 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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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구 방법 

제 3장에서는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 

시하고，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조사를 위 

한 설문지 문항에 대한 내용 및 구성 등을 설명하며 설문지 분석 방법에 대 

해서 기술한다. 

1.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으로서 설문에 응답한 총 405 

명인데， 인문 · 사회 계열(사회， 지리， 역사， 국민윤리， 교육， 체육) 140명 

(34.6%), 자연 계열(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110명 (27.1%)， 어문 계 

열(영어， 독어， 불어， 국어) 155명 (38.3%) 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등록 

학기는 5.4학기로 3학년 1학기에 해당하였고 대학에서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 강좌에 있어서는 교양영어 강좌가 56.9%, 기타 

교양영어와 관련된 강좌가 27.0%이었으며 교양영어와 함께 기타 교양영어 

와 관련된 강좌를 수강한 학생은 전체 1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설문지 문항 내용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영어 학습자의 필요 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은 

신문수 외 2인 (1998) 이 개발한 설문지 문항이었는데， 이것은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주된 방향으로 1) 의사소통 중심 및 학습자 중심 체제， 2) 

“감지 된 필요 욕구(felt needs)"(Berwick, 1989)와 ”과정 지 향적 

(process-oriented)" (Brindley, 1989) 관점 , 3) “대 중중심 분석 (democratic 

analysis)" (Stufflebeam, McCormick, Brinkerhoff, & Nelson, 1985)에 초점 을 

두고 개발된 설문 문항이었다. 

설문지 문항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영역， 즉 1) 응답자 배경에 관 

한 문항， 2)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 3)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 

련된 문항， 4)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 5) 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 

원에 관한 문항 등으로 구성되었다(부록 참조) . 먼저， 응답자 배경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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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은 전체 4문항으로 학습자 자신의 학과 등록 학기 수 등에 관한 사항 

과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평가를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되 

었다.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은 전체 10문항으로 대학 졸업후의 진로， 대 

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 현재 학습자 자신의 영어 실력， 영어학습을 통한 

궁극적 언어기능별 수준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문향으로 구성되었다.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항은 전 

체 5문항으로 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어의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과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언어기능에 대한 문항 또한 학습자가 현재 집중적인 노력 

을 하고 있는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과 대학의 영어강좌의 특징 및 집중적으 

로 다루어져야 하는 학습내용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교수방 

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은 전체 8문항으로 크게 교재의 내용적 측면， 교 

수 언어의 측면， 학습 매체의 측면， 교수방법의 측면 등으로 구성되었다. 마 

지막으로， 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원에 관한 문항은 전체 3문항으로 영어강 

좌의 적절한 수강인원 및 적절한 주당 시간 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설문 분석 방법으로 빈도 수와 백분율을 사용하는 기술적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를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있어서 인문 · 사회 계열 

(인문)， 자연 계열(자연)， 어문 계열(어학) 및 전체 웅답자(전체)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IV. 결과 분석 및 논의 

제 4장에서는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문항별 설문 응답 결과를 분석 

논의한다. 먼저 응답자 배경에 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한 후 학습 동기와 관 

련된 설문 응답을 분석 논의한다. 다음으로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항에 대한 설문 웅답을 분석 논의하고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 

된 설문 응답을 분석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원에 관 

한 설문 응답을 분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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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배경에 관한 문항 분석 

총 405명의 설문 응답자중 학과 및 계열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문 · 사회 

계열(사회， 지리， 역사， 국민윤리， 교육， 체육)이 140명 (34.6%) ， 자연 계열(수 

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이 110명 (27.1%)， 어문 계열(영어， 독어， 불어， 

국어)이 155명 (38.3%)이었다. 설문 응답자의 평균 등록 학기는 5.4학기였으 

며， 56.9%의 학생이 교양영어 강좌를 대학에서 수강하였거나 또는 현재 수 

강하고 있었고， 27.0%의 학생은 기타 교양영어와 관련된 강좌를 수강하였거 

나 또는 수강하고 있었고 나머지 16.1%의 학생은 교양영어와 함께 기타 교 

양영어와 관련된 강좌를 수강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평가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체적 

으로(66.2%)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정규 영어 과목 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 

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웅답한 학생도 

있었다(10.8%). 또한， 고둥학교 (단계)에서의 영어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를 다음 [표 1]과 같이 응답하였다. 

[표 1] 고둥학교 (단계)얘서의 영어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얘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 

꿇훈량----걱l풍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교재의 문제 2(5.3) 6(21.4) 7(20.6) 1505.0) 

영어교사의 문제 3(7.9) 1(3.6) 1(2.9) 5(5.0) 

학생수의 과다 4(10.5) 1(3.6) 401.8) 9(9.0) 

영어교육 방법의 문제 20(52.6) 18(64.3) 21(61.8) 59(59.0) 

영어 원어민 교사 부족 708.4) 1(3.6) 1(2.9) 9(9.0)1 

기타 2(5.3) 1(3.6) 3(3.0) 

계 38(100.0) 28000.0) 34(100.0) 1어(100.0) 1 

[표 1]에서 보듯이，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어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이유로 거의 반 이상의 (59.0%) 학생이 영어교육 방법의 

문제를 들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어교재의 문제를 그 이유로 생각하는 경향 

을 보였다(15.0%). 예상한 것과는 달리 학생수의 과다(9.0%)나 영어 원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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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부족(9.0%) ， 영어교사의 문제 (5.0%) 등은 학생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이 

유가 되지 못했다. 이 결과로 보아 효과적인 영어 교수방법과 영어교재가 

고등학교 영어학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 분석 

먼저， 대학 졸업후의 진로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대부분(85.4%)의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취업 

직종으로 영어 사용이 보통과 많이 요구되는 직종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 

히 어문 계열의 학생들은 인문 · 사회 계열 (36.7%)이나 자연 계열(24.8%)에 

비해서 거의 반 이상(56.2%) 이 영어 사용이 많은 직종을 예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 대학 졸업후의 취업 직종애서의 영어 사용 정도 

설뀔훈광------랙컬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 사용 많음 51(36.7) 26(24.8) 86(56.2) 163(41.2) 

영어 사용 보통 72(51.8) 51(48.6) 52(34.0) 175(44.2) 

영어 사용 적음 16(11.5) 27(25.7) 15(9.8) 58(14.6) 

결측값 6 2 9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또한， 대학 졸업 후 학업을 계속할 경우， 그 진학 유형을 다음 [표 3]과 

같이 응답했는데 전체적으로 61.2%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에 진 

학한다고 했으며 31.7%나 되는 학생들은 영어 사용권 해외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반면， 6.6%에 불과한 학생들은 비영어권 해외 유학을 원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사항은 자연 계열 (11.4%)에 비해서 인문 · 사회 계열 

(40.0%)이나 어문 계열 (36.6%)의 학생들이 영어권 유학을 더 선호하는 경향 

이 있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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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대학 졸업후의 진학 유형 

앓훈황----격l컬 인문(%) 자연(%) 어학(%) 전체(%) 

국내 대학원 70(53.8) 71(80.7) 81(55.9) 222(61.2) 

유학(영어권) 52(40.0) 1001.4) 53(36.6) 115(31.7) 

유학(비영어권) 6(4.6) 7(8.0) 11(7.6) 24(6.6) 

결측값 11 22 10 42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다음으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과 방법 및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 

유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 

력의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의 38.5%의 학생들이 ‘노력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웅답했으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학생이 전체의 

31.9%, ‘이따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가 전체의 21.3%를 차지 

하였고， 8.4%의 학생들은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을 살펴보면 전체의 36.4%의 학생들이 각종 방송 영 

어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각종 영어 학습자료를 활용 

하고 있고(27.3%) 사셜 영어학원 수강이나(19.0%) 대학부셜 영어교육 프로 

그램을 수강하고(11.6%)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대부분 

의 학생들은 대학 영어 수강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에 대한 설문 웅답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4]에 나타나 있듯이 전체적으로 거의 반 이상이 (50.9%) 영어로 의 

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웅답했고(40.1) 전공 서적 읽기 (5.2%) 및 교양 서적 읽 

기 (2.1%)위해서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아주 적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자연 

계열은 다른 인문 · 사회 계열 및 어문 계열과는 달리，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것 (38.8%)보다 각종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44.8%) 영어공부를 한다 

고 용답한 학생이 더 많았다. 반면 어문 계열에서는 의사소통의 목적 

(67.2%) 이 각종 시험대비 목적 (27.6%)보다 훨씬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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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 

걸훈훈량----겐 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로 의사소통 42(40.4) 26(38.8) 78(67.2) 146(50.9) 
각종 시험대비 53(37.9) 30(44.8) 32(27.6) 115(40.1) 
교양 서적 읽기 3(2.9) 10.5) 2(1.7) 6(2.1) 
전공 서적 읽기 4(3.8) 8(11.9) 3(2.6) 15(5.2) 
기타 2(1.9) 2(3.0) 1(0.9) 50.7) 

계 104000.이 67(100.0) 116000.0) 287000.0) 

한편， 현재 학습자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한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5]와 같이 전체적으로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거의 반 이상 

(53.3%)을 차지했고 ‘못하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22.3%, ‘잘하는 편 

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8.6%를 차지했다. 반면 ‘매우 잘한다’라고 생각하 

는 학생은 3.0%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현상을 

보여 주었다. 특히 자연 계열의 학생은 잘 못한다고 자신의 영어능력을 판 

단하는 경향이 다른 계열의 학생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표 5] 참조). 

I표 5] 학습자 자신의 영어능력에 대한 자신감 

끓훈량-----겐별 인문(%) 자연(%) 어학(%) 전체(%) 

매우 잘함 3(2.2) 1(0.9) 8(5.2) 12(3.0) 
잘함 26(18.7) 12(11.8) 37(24.0) 75(18.6) 
그저 그렇다 74(53.2) 51(46.4) 90(58.4) 215(53.3) 
잘 못함 34(24.5) 39(35.5) 17(11.0) 90(22.3) 
아주 못함 2(1.4) 7(6.4) 2(1.3) 11(2.7) 
결측값 1 1 2 

계 140000.0) 110(100.0) 155(100.0) 405(100.0) 

또한， 학습자 자신의 영어능력이 부족한 원인으로， 전체적으로 대부분 ‘자 

신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했고(78.0%) ‘영어 원어민과 접촉기회가 부 

족해서’(9.2%) 또는 ‘효율적인 학습방법을 몰라서’(8.0%)라고 응답한 학생들 

도 더러 있었다. 부적합한 교재(1.6%) ， 비효율적인 교수방법 (2.2%) ， 각종 교 

육기자재 부족(1.0%) 둥은 학생들에게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나 

타났다. 결국 영어능력 부족의 원인은 주로 자신의 노력 부족인 것으로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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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졌고， 영어 원어민과의 접촉기회 부족 및 효과적인 학습 방법의 부재도 

가능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영어학습을 통한 궁극적 언어기능별 수준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하기 위해 언어 기능별로 구분해서 분석하면 다음 [표 6], [표 7], [표 8] 

및 [표 9]와 같다. 여기에서 최상급이란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며， 상급은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차이가 있지만 영어 사용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없는 수준을 말하고 중급은 영어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애로는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중하급은 영어 의 

사소통에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그럭저럭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표 6] 청혜(듣기) 목표 수준 

설궐갇향-----겐열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최상급 28(20.6) 1807.0) 50(32.9) 96(24.4) 
상급 73(53.7) 54(50.9) 80(52.6) 207(52.5) 
~츠도1i 22(16.2) 24(22.6) 1801.8) 64(16.2) 
중하급 13(9.6) 10(9.4) 4(2.6) 27(6.9) 
결측값 4 4 3 11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표 7] 회화(말하기) 목표 수준 

걸훈훈향-----겐월 인문(%) 자연(%) 어학(%) 전체(%) I 
최상급 2306.9) 1302.3) 38(25.0) 74(18.8) 
λ~二tlj 61(44.9) 43(40.6) 84(55.3) 188(47.7)1 
~ τ 도=jL「 35(25.7) 39(36.8) 2405.8) 98(24 9)1 
중하급 1702.5) 11(10.4) 6(3.9) 34(8.6) 
결측값 4 4 3 11 

계 140000.0) 110000.0) 155(100.0) 4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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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표 8] 작문(쓰기 ) 목표 수준 

잃훈똘-----걱볕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최상급 1702.6) 15(14.6) 33(21.7) 6506.7) 
사。그닙 56(41.5) 23(22.3) 75(49.3) 154(39.5) 
중급 43(31.9) 48(46.6) 35(23.0) 126(32.3) 
중하급 1904.1) 1706.5) 9(5.9) 45(11.5) 
결측값 5 7 3 15 

계 140000.0) 110000.이 155(100.0) 405(100.이 

[표 9] 독혜(읽기) 목표 수준 

끓훈뚱-----격변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최상급 35(26.1) 32(30.5) 63(41.4) 130(33.2) 
상급 64(47.8) 48(45.7) 74(48.7) 186(47.6) 
낀"õ'-ι 츠도1J- 29(21.6) 21(20.0) 13(8.6) 6306.1) 
중하급 6(4.5) 4(3.8) 2(1.3) 12(3.1) 
결측값 6 5 3 14 

계 140000.0) 110(100.0) 155000.0) 405000.0) 

[표 6]에서 [표 9]까지 나타나 있듯이 전체적으로 상급이상을 언어기능별 

목표 수준으로 정한 학생들은 청해에 있어서는 76.9% 회화에 있어서는 

66.5%, 작문에 있어서는 56.5%, 독해에 있어서는 80.8%로 나타나， 독해 > 
청해 > 회화 > 작문의 순으로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 수준을 잡고 있다. 
이 결과에서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하는 목표수준이 표현영역의 

언어기능인 회화와 작문에서보다 이해영역의 언어기능인 독해와 청해에서 

더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듯이 청해 

에 있어서 상급 이상의 목표 수준이 어문 계열(85.5%) > 인문 · 사회 계열 
(74.3%) > 자연 계열 (67.9%) 순으로 나타났고 회화에 있어서는 [표 7]과 같 

이， 어문 계열 (80.3%) > 인문 · 사회 계열 (61.8%) > 자연 계열(52.9%) 순이 

었으며， 작문에 있어서는 [표 8]과 같이 어문 계열 (71.0%) > 인문 · 사회 계 
열 (54.1%) > 자연 계열(36.9%) 순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독해에 있어서 

는 [표 9]와 같이 어문 계열 (90.1%) > 자연 계열 (76.2%) > 인문 · 사회 계열 
(73.9%)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하는 각 언어기 

능의 목표수준이 계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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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하면， 다음 [표 1이과 같다. [표 1이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학습 

자 자신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향후 노력으로 방송 영어강좌 활용(22.4%) 

> 대학 부설 영어강좌 수강(21.4%) > 사설 학원 수강(18.3%) > 대학 영어 
강좌 수강(10.6%) > 각종 영 어 학습자료 활용(10.3%) > 방학 해 외 어 학연 
수(6.2%) = 휴학 해외 어학연수(6.2%) > 영어 원어민 개인 교수(3.1%) > 
영어 동아리 연습(0.8%) = 방학 국내 어학연수(0.8%) 순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한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각종 방송 영어교 

육 프로그램을 활용 각종 영어 학습자료활용 사설 영어학원 수강 및 대학 

부설 영어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하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인 영어 학습자들은 대부분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방법 

으로 방송 영어강좌나 대학 부설 영어강좌에 의존하고 또는 사설 학원이나 

대학의 영어강좌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대학에 있어서의 영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영어능력 향상 

을 위해서 앞으로 얼마동안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것인지를 묻는 설문 

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년이라고 답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고(31.8%) ， 

27.4%의 학생들은 1년 17.7%의 학생틀은 4년 이상 13.9%의 학생들은 6개 

월， 9.2%의 학생들은 3년이라고 웅답했다. 이 결과로 보아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집중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1이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채적 방법 

질훈훈량---객별~ 인문(%) 순위 자연(%) 순위 어학(%) 순위 전체(%) 순위 

대학 영어강좌 수강 14(10.3) 4 8(7.8) 5119(12.8) 4141 (10.6) 4 
대학 부설 영어강좌 수강 24(17.6) 3133(32.0) 1126(16.8) 2183(21.4) 2 
사설 학원 수강 34(25.0) 1116(15.5) 3121 (14.1) 3171 (18.3) 3 
영어 원어민 개인 교수 5(3.7) 8 2(1.9) 6 5(3.4) 81 12(3.1) 8 
방송 영어강좌 활용 30(22.1) 2126(25.2) 2131(20.8) 1187(22.4) 

5 1 
각종 영어 학습자료 활용 14(10.3) 4111(10.7) 4115(10.1) 5140(10.3) 
동아리에서 영어사용 연습 0(0.0) 10 2(1.9) 6 1(0.7) 9 3(0.8) 9 
국내 어학 연수 1(0.7) 9 1(1.0) 10 1(0.7) 9 3(0.8) 9 
해외 어학 연수 7(5.1) 6 2(1.9) 6115(10.1) 51 24(6.2) 6 
휴학 후 해외 어학 연수 7(5.1) 6 2(1.9) 6115(10.1) 51 24(6.2) 6 
결측값 4 7 6 17 

계 140(100.0) 110(100.이 155(100.0) 4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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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항 분석 

먼저， 학습자 자신에게 앞으로 가장 필요한 영어 언어기능에 대한 설문 응답 

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1]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말하기 (40.5%) ， 듣기 

(38.8%), 원기(16.3%)， 쓰기 (4.4%) 순으로 언어기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표 11] 가장 펼요한 언어기능 

끓훈향----겐컬 인문(%) 순위 자연(%) 순위 어학(%) 순위 전체(%) 순위 

읽기 18(12.9) 31 23(20.9) 31 25(16.1) 31 66(16.3) 3 

말하기 58(41.4) 21 35(31.8) 2171(45.8) 11164(40.5) 

쓰기 5(3.6) 4 3(2.7) 4 10(6.5) 4 18(4.4) 4 

듣기 59(42.1) 11 49(44.5) 11 49(31.6) 21157(38.8) 2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위의 [표 11]에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하기， 듣기의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읽기 능력을 생 

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쓰기 능력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언어기능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가장 취약하다고 생 

각하는 말하기， 듣기 언어기능이 상대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영어능 

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습자의 필요 욕구는 대학 영어교육의 

방향을 시사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학습하기에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언어기능에 대한 설문 응답 

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회화 부분(36.0%) ， 청해 부분(31.4%) ， 작문 부분 

(17.0%), 문법 부분(8.1%)， 어휘 부분(5.9%) ， 독해 부분(1.5%) 순으로 어렵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앞서 분석한 학습자에게 가장 펼요한 언어기 

능에 관한 분석의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학습자가 현재 집중 

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2] 

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듣기 (37.4%)， 읽기 (35.9%) ， 말하기(17.8%) ， 쓰기 

(8.9%) 순으로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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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와 같은 이해기능 중심의 노력은 상당히 많은데 비해서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기능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학 영어강좌는 이러한 표현기능 중심의 교수 학습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 

성을 시사해 준다. 

[표 12] 현채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언어기능 

끓꿇---낙l폰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읽기 43(31.2) 41(43.2) 53(35.6) 137(35.9) 
말하기 30(21.7) 15(15.8) 2305.4) 6807.8) 
쓰기 3(2.2) 2(2.1) 2908.7) 34(8.9) 
듣기 62(44.9) 37(38.9) 77(28.4) 143(37.4) 
결측값 2 15 6 23 

합 계 140000.0) 110000.0) 155000.0) 405000.0) 

마지막으로， 현재 대학의 영어강좌의 특징 및 영어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학습내용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학생들이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교양 영어강좌의 특정을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수엽이 대부분이었고(80.3%)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7.9%) 문법중심 수엽 (5.8%) 문화이해 중심 수엽 

(3.1%), 쓰기 중심 수엽 0.8%) 및 전공원서 읽기 중심 수업 (0.8%) 등은 상당 

히 미약하였다. 다음으로 대학 영어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학습내용에 대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13]에서 보듯이 전체적 

으로 63.3%의 학생들이 듣기와 말하기를 선택하였고 13.2%의 학생들은 읽 

기 전략훈련을 통한 독해력 향상을 선택했으며， 8.7%의 학생들은 실용문 또 

는 자유 영작문 쓰기를 5.7%의 학생들은 속독을 통한 독해력 향상을， 3.7% 

의 학생들은 각종 영어 시험대비를 위한 연습을 선택했다. 또한 문화이해 

(2.2%), 전공 관련 영어연습(1.5%) ， 문법과 언어 지식(0.7%) 및 교재의 해석 

/번역(0.7%) 둥은 아주 적게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은 대학 영어강좌 

에서 기본적인 언어의 4기능을 다루되 집중적으로 음성언어 중심의 듣기와 

말하기를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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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대학 영어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학습 부분 

길훈훈「품----켈열 인문(%) 순위 자연(%) 순위 어학(%) 순위 전체(%) 순위 
속독을 위한 독해력 향상 9(6.5) 4 6(5.5) 3 8(5.2) 4 23(5.7) 

읽기 전략 훈련 17(12.3) 2116(14.5) 21 20(13.1) 21 53(13.2) 2 

듣기/말하기 85(61.6) 1175(68.2) 11 94(61.4) 11254(63.3) 

실용/자유 영작 11(8.0) 3 5(4.5) 41 19(12.4) 3 35(8.7) 31 

각종 시험대비 6(4.3) 5 2(1 .8) 5 7(4.6) 5 15(3.7) 5 

문법/언어 지식 1 (0.7) 9 2(1.8) 5 0(0.0) 9 3(0.7) 8 

문화 이해 5(3.6) 6 2(1.8) 5 2(1.3) 6 9(2.2) 6 

전공관련 영어 연습 2(1.4) 7 2(1.8) 5 2(1.3) 6 6(1.5) 7 

교재의 해석/번역 2(1.4) 7 0(0.0) 9 1(0.7) 8 3(0.7) 8 

결측값 2 2 4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4.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 분석 

먼저， 대학 영어강좌 교수방법의 측면과 관련된 셜문 응답을 분석해 보면， 

지금까지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강좌의 교수방법으로 

다음 [표 14]와 같이 전체적으로 문법 설명과 해석 위주의 교수 중심 수업 

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5.7%) 소집단 중심의 과제 해결형 수엽 

05.2%)과 토론식 수엽 (7.5%) 및 시청각 기자재를 이용한 듣기， 말하기 위주 

의 수업(1.3%)은 드물게 진행되었다. 

[표 14] 대학 영어강좌의 교수방법 

질둥훈량------칸멸 인문(%) 자연(%) 어학(%) 전체(%) 

문법/해석 위주 수업 97(72.9) 85(80.2) 111(75.0) 293(75.7) 

소집단 중섬의 과제 해결형 25(18.8) 14(13.2) 20(13.5) 59(15.2) 

토론식 수업 9(6.8) 6(5.7) 14(9.5) 29(7.5) 

듣기/말하기 수업 2(1.5) 1(0.9) 2(1.4) 5(1 .3) 

결측값 7 4 8 19 

겨l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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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교수 언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 [표 15]에서 보듯이 대부 

분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수업을 진행했으며 (78.2%) ， 한국인 교수가 영어 

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하는 경우(11.7%)와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 

만 진행하거나(5.7%)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진행하는 경우(4.4%)는 상당히 

드물었다. 

[표 15] 대학 영어강꽉 교수 언어 

펴훈훈량----격올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진행 5(3.8) 3(2.8) 9(6.1) 17(4.4) 

학국인 교수가 영어로 진행 14(10.6) 5(4.7) 3(2.0) 22(5.7) 

학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진행 102(77.3) 83(77.6) 117(79.6) 302(78.2) 

학국인 교수가 영어/한국어로 11 (8.3) 16(15.0) 18(12.2) 45(11.7) 

결측값 8 3 8 19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

또한， 바람직한 대학 영어의 교수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표 16]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거의 반 이상의 학생들(54.2%) 이 시청각 기자재 활용한 듣기/ 

말하기 중심 수업을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토론식 수엽 (22.0%) 및 

소집단 중심 과제 해결형 수업 (21.7%)을 생각하고 있고 현재 대부분의 대학 

영어강좌 교수방법으로 밝혀진 문법 설명과 해석 위주의 교수 중심 수엽은 

전체의 2.1%에 불과한 학생들만이 바람직한 교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I표 16] 대학 영어의 바람직한 교수방법 

질훈훈똥-----칸컬 인문(%) 자연(%) 어학(%) 전체(%) 

문법 위주의 교수중심 수업 3(2.3) 1(0.9) 4(2.8) 8(2.1) 

소집단 중심 수업 19(14.4) 21(19.8) 43(29.9) 83(21.7) 
토론식 수업 34(25.8) 18(17.0) 32(22.2) 84(22.이 

시청각교재활용 듣기/말하기 중심 76(57.6) 66(62.3) 65(45.1) 207(54.2) 
결측값 8 4 11 23 

합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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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대학 영어강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표 17]에서 보듯 

이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진행하는 방법을 가장 

선호하고 있고(40.7%) ， 그 다음으로 한국인 교수가 영어/한국어로 진행하는 

방법 (30.3%)과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만 진행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반면， 

이제까지의 진행 방법이었던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수업하는 방식은 거의 

선호하지 않았다(2.8%). 계열별로 살펴보면 인문 · 사회 계열과 자연 계열은 

이와 같은 전체적인 경향과 일치하지만， 어문 계열의 경우는 오히려 한국인 

교수가 영어/한국어로 진행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했고(40.9%) 그 다음으로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수업 (31.5%)하는 방식과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 수업 

(24.8%)하는 방식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 영어강 

좌에 있어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해 줄 수 있는 영어 진행방식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표 17] 대학 영어강좌의 바람직한 진행방법 

질훈훈렇----객별~ 인문(%) 자연(%) 어학(%) 전체(%) 

영어 원어민이 영어로 진행 59(44.0) 51(49.5) 47(31.5) 157(40.7) 

한국인 교수가 영어로 진행 35(26.1) 27(26.2) 37(24.8) 99(25.6)1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진행 6(4.5) 1(1.0) 4(2.7) 11(2.8) 

한국인 교수가 영어/한국어로 32(23.9) 24(23.3) 61(40.9) 117(30.3) 

기타 1(0.7) 0(0.0) 0(0.0) 1(0.3) 

결측값 7 7 6 20 

계 140(100.0) 110(100.0) 155(100.0) 405(100.0) 

마지막으로， 교재의 내용적 측면에 관련된 설문 응답을 분석해 보면， 먼저 

거의 반 이상의학생들이 대학 영어의 교재에 대해서 ‘그저 그렇다’라고 응답 

했으며 (56.9%) ， 불만족을 나타낸 학생은 전체의 31.6%을 차지했고， ‘만족한다’ 

고 답한 학생들은 11.3%에 불과했다([표 18] 참조). 이것은 거의 대부분의 학 

생들이 현 대학 영어교재에 대해서 별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여준다. 특히， 자연 계열의 93.5%의 학생들이 영어교재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 

하고 있어서 다른 계열의 학생들보다 교재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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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표 18] 대학 영어 교재에 대한 만족도 

꿇훈똘----걱l뽕 인문(%) 자연(%) 어학(%) 전체(%) 

만족 16(11.6) 7(6.5) 22(14.3) 45(11.3) 

그저 그렇다 72(52.2) 55(51.4) 100(64.9) 227(56.9) 

불만족 49(35.5) 45(42.1) 32(20.8) 126(31.6) 

결측값 3 3 1 7 

계 140(100.0) 110(100.이 155(100.0) 405(100 ....... 0) 

다음으로， 현재의 대학 영어교재의 특징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 거의 대부 

분의 학생들이 문법 번역 해석 위주의 강독수업 교재라고 웅답했으며 

(72.6%), 약간의 학생들은 속독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중심 교재라고 생 

각하였다(18.1%). 반면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 (3.4%) ， 문화이해 

중심 교재 (3.1%)， 전공 원서 읽기 중심 교재(1.6%) 및 영작문， 쓰기 중심 교 

재(1.3%)로 응답한 학생들은 아주 드물었다. 한편 대학 영어강좌에서 사용 

하는 주 교재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전체 65.4%의 

학생들이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를 선호하고 있었으며， 전체 

15.2%의 학생들은 속독을 위한 독해력 중심 교재를 선택했고， 겨우 5% 정 

도의 학생들만이 강독 중심 교재 문화 중심 교재 전공 원서 읽기 중심 교 

재 및 쓰기 중심 교재를 원하고 있다. 

또한， 바람직한 영어강좌의 교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으로 다음 

[표 19]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89.9%의 학생들이 듣기， 말하기 중심의 설용 

영어를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54.8%) ， 

영작문 및 쓰기 (49.9%) 문화에 대한 이해 (44.4%)를 선택했다. 그러나，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23.2%) 및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16.4%)은 

바람직한 영어강좌의 교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으로 선택하는 학생 

들이 매우 적었다. 계열별로 살펴보면， 언문 · 사회 계열은 전체의 경향과 일 

치하였으며， 자연 계열은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90.0%)와 속독， 속해 

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55.5%)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체의 경향과 마찬가 

지로 역시 많았으나 영작문 및 쓰기 (39.1%)보다도 문화에 대한 이해 (47.3%) 

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어문 계열에서는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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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87.7%)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그 다음으로 

다른 계열과는 다르게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53.5%)보다는 영 

작문 및 쓰기 (64.5%)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다른 계열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19] 바람직한 영어강좌의 교째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펴꿇뚱----각l보 。~토 1:L- 자연 어학 전체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78(55.7%) 61(55.5%) 83(53.5%) 222(54.8%)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129(92.1%) 99(90.0%) 136(87.7%) 364(89.9%)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34(24.3%) 16(14.5%) 18(11.6%) 68(16.8%) 

문화에 대한 이해 58(41.4%) 52(47.3%) 70(45.2%) 180(44.4%) 

영작문 및 쓰기 59(42.1%) 43(39.1%) 100(64.5%) 202(49.9%)1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26(18.6%) 32(29.1%) 36(23.2%) 94(23.2%)1 

학생수 140 110 155 405 

5. 강의 시간수 및 수강 언원에 관한 문항 분석 

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원에 관한 문항은 전체 3문항으로 영어강좌의 적절 

한 수강인원 및 적절한 주당 시간수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는데， 먼저 

적절한 주당 시간수를 살펴보면， 다음 [표 2이과 같이 전체적으로 현재 주당 

약 3시간에서 약 5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고 응답했다. 

[표 2이 적절한 주당 시간수 

。~ 프 1lE-L 자연 어학 전체 

현재 시간 늘임 시간 현재 시간 늘임 시간 현재 시간 늘임 시간 현재 시간 늘임 시간 

2.9322 4.9459 2.6132 4.2857 3.7704 5.2500 3.2429 4.8857 

또한， 현재 대학 영어 강좌의 수강인원은 대부분 31명 이상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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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그 다음이 21명에서 30명이었고09.7%) 20명 이하의 수강인원은 매 

우 드물었다. 다음으로， 대학 영어강좌의 수강인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 

각하는 인원수는 다음 [표 21]과 같이， 전체적으로 11명에서 15명 사이를 선 

택한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37.2%). 그 다음으로， 6명 -10명 (29.8%)， 16명 -20 

명 (22.4%) 순이었고 5명 이하나 21명 이상은 거의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표 21] 영어강좌의 적합한 수강 인원수 

펴훈훈좋----킥별 인문(%) 자연(%) 어학(%) 전체(%) 

5명 이하 10(7.3) 7(6.6) 3(2.0) 20(5.1) 

6-10명 52(38.0) 31(29.2) 34(22.7) 117(29.8) 

11-15명 47(34.3) 37(34.9) 62(41.3) 146(37.2) 

16-20명 20(14.6) 26(24.5) 42(28.0) 88(22.4) 

21-30명 6(4.4) 5(4.7) 7(4.7) 18(4.6) 

31 명 이상 2(1.5) 0(0.0) 1(0.7) 3(0.8) 

결측값 3 4 6 13 

합 계 140000.0) 110(100.0) 155(100.0) 405(100.0)1 

이와 같이 현재 대학 영어강좌의 수강 인원수는 적절하지 못한 실정임을 

알 수 있고， 앞으로는 최소한 20명의 수강인원으로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해야 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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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자의 펼요 욕구 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대학교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과과정， 교재개발 및 교수 

방법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기 위한 기초 단계로서 여러분 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를 

조사 분석하는 설문지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하고 솔직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앞 

으로 대학 영어교육을 개선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대학 영어’란 교양과정의 일환으로 개설된 정규 교과목입니다. 설문지 해당란 

에 표시하거나 기입을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영어교육연구질) 

[젤문지 문항] 

[용답자 배정에 관한 문항] 

1. 소속 학과와 등록 학기수를 기입하십시오. 
학과 ( ) 등록학기수 ( )학기 

2. 대학에서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 강좌명(들)을 기입하십시오. 

3. 고둥학교 (단계)에서의 정규 영어과목 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1) 매우 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위 3번 문항의 답으로 3) , 4) , 5)를 선태한 경우만 다음에 답하시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영어학습이 대학 영어 수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 

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를 선택하고 괄호 안에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1) 영어교재( 
2) 영어교사( 

3) 학급당 학생수( 

4) 영어교육 방법( 

5) 영어가 모국어인 교사의 부족( 
6) 기타(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 

5.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할 경우， 그 직종은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1) 영어 사용이 많이 요구되는 직종 

2) 영어 사용이 보통으로 요구되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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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어 사용이 드물게 요구되는 직종 

6.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학업을 계속할 경우 그 진학 유형은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1) 국내 대학원 진학 

2) 영어 사용권 해외 유학 
3) 비영어 사용권 해외 유학 

7.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1)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2) 노력하려고 애쓰는 편이다. 
3) 노력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4) 이따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정도이다. 
5) 별로 노력하지 않는다. 

8.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학 영어 수강 이외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 대학내 어학연수 기관(어학연구소 둥) 영어 프로그램 수강 
.2) 사설 영어학원 수강 

3) 영어 모국어 사용자에게 개인 교습 
4) 각종 방송 매체의 영어시간 활용하여 독습 

5) 각종 영어 연습 자료(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활용 

6) 영어와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여 영어사용 연습 
7) 기타( 

9. 위 8번 문항에서 답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영어로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하여 
2) 장차 예상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3) 영어로 된 교양 서적을 읽기 위하여 
4) 영어로 된 전공 서적을 읽기 위하여 
5) 기타( 

10. 현재 자신의 영어능력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1) 매우 잘한다. 
2) 잘하는 편이다. 

3) 그저 그렇다. 

4) 못하는 편이다. 
5) 아주 못한다. 

11. 위 10번 문항의 답으로 3), 4) , 5)를 선태한 경우만 다음에 답하시오. 
영어능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 
까? 2, 3개 순위대로 적으시오. ( )-( )-( ) 

1)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2) 학습 교재가 적합하지 않아서 
3) 교수의 교수 방법 이 좋지 않아서 

4) 시청각 기자재 등 강의실 환경이 열악해서 
5)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접할 기회가 없어서 
6) 효율적인 영어 학습 방법을 몰라서 

12. 영어학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을 언어 기능별로 밝혀 주 
십시오. 
(최상급: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 
상급: 영어 모국어 사용자와 차이가 있지만 영어 사용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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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영어사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애로는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거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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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 T 없
 

중하급: 영어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 그럭저럭 소통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수준) 
1) 청해(듣기) ( 

2) 회화(말하기) ( 

3) 작문(쓰기) ( 

4) 독해(읽기) ( 

13.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생각입니까? 2, 3개 순위대로 적 
으시오. 
( )-( )-( ) 

1) 대학에서 제공되는 영어강좌 수강 

2) 대학내 어학연수 기관(어학연구소 등) 영어 프로그램 수강 
3) 사설 영어학원 수강 

4) 영어 모국어 사용자에게 개인 교습 

5) 각종 방송 매체의 영어시간 활용하여 독습 
6) 각종 영어 연습 자료(비디오， 오디오 테이프) 활용 
7) 영어와 관련된 동아리에 가입하여 영어사용 연습 
8) 방학을 활용하여 국내 어 학연수 참가 

9) 방학을 활용하여 해외 어학연수 참가 
10) 정규학기에 휴학을 하고， 해외 어학연수 참가 

14. 영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앞으로 얼마동안 영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생각입니까? 
1) 6개월 
2) 1년 

3) 2년 
4) 3년 
5) 4년 이상 

[영어사용 능력 및 학습내용과 관련된 문항] 

15. 다음의 영어능력 가운데 앞으로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순 
위 대로 적으시오. ( )-( )-( )-( ) 

1) 읽기 능력 

2) 말하기 능력 

3) 쓰기 능력 

4) 듣기 능력 

16. 다음 가운데 학습하기에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것을 2. 3개 선태하여 순위대로 
적으시오( )-( )-( 

1) 청해 부분 
2) 회화 부분 

3) 작문 부분 

4) 독해 부분 

5) 문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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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휘 

17. 다음의 영어능력 가운데 현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1, 2개 선택 
하여 순위대로 적으시오( )-( )-( ) 

1) 읽기 능력 

2) 말하기 능력 

3) 쓰기 능력 

4) 듣기 능력 

18. 지금까지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교양 영어 강좌의 특정은 다음 가운 
데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1)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2)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수업 
3) 문법에 관한 설명 중심 

4) 문화에 대한 이해 중심 
5) 영작문 및 쓰기 중심 

6)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중심 
7) 기타( 

19. 대학 영어 강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2， 3개 선택하여 
순위대로 적으시오( )-( )-( ) 

1) 속독을 통한 독해력 향상 
2) 효과적인 읽기 전략 훈련을 통한 독해력 향상 

3) 듣기와 말하기 

4) 실용문 또는 자유 영작문 쓰기 

5) TOEFL, TOEIC 또는 영어로 된 각종 시험을 위한 연습 
6) 문법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 
7) 영어권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8) 전공 분야와 관련된 영어 연습 
9) 교재 내용의 해석 또는 번역 

[교수방법 및 교찌와 관련된 문항] 

20. 지금까지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 강좌는 주로 어떤 교수방 
법으로 진행이 됩니까? 

1) 문법 셜명과 해석 위주의 교수 중심 수업 
2) 소집단 중심 과제 해결형 수업 

3) 토론식 수업 
4)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한 듣기 말하기 위주의 수업 

5) 기타( 

21. 지금까지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 강좌의 진행상의 특정은 
다음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1)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로 진행한다. 
2)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주로 영어로 진행한다. 
3)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주로 한국어로 진행한다. 

4)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한다.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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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바람직한 대학 영어의 교수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문볍 설명과 해석 위주의 교수 중심 수업 

2) 소집단 중심 과제 해결형 수업 
3) 토론식 수업 

4) 시청각 기자재를 활용한 듣기 말하기 위주의 수업 
5) 기타( 

23. 바람직한 대학 영어 강좌의 진행방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 
2)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주로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 

3)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주로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4)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영어와 한국어를 함께 사용하여 진행하는 강좌 
5) 기타( 

24. 지금까지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의 교재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십니까? 

1) 만족한다. 
2) 그저 그렇다. 

3) 불만족이다. 

25. 지금까지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의 교재의 특정은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1)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중심 교재 
2)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 

3)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수업 교재 

4) 문화에 대한 이해 중심 교재 
5) 영작문 및 쓰기 중심 교재 

6)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중심 교재 
7) 기타( 

26. 대학 영어 강좌에서 사용하는 주 교재로 다음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생 
각합니까? 2, 3개 선택하여 순위대로 적으시오( )-( )-( ) 

1)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중심 교재 

2)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 

3)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수업 교재 

4) 문화에 대한 이해 중심 교재 

5) 영작문 및 쓰기 중심 교재 

6)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중심 교재 

Z1. 바람직한 대학 영어 강좌의 교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할 내용을 2， 3개 고르시오. 
( ), ( ), ( ) 

1) 속독， 속해능력 향상을 위한 독해력 
2) 듣기， 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3) 문법， 해석， 번역 위주의 강독 
4) 문화에 대한 이해 
5) 영작문 및 쓰기 

6)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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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간수 및 수강인원에 관한 문항] 

28. 영어 강좌의 주당 시간수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 현재는 ( ) 시간을 수강하는데 앞으로는 ( ) 시간으로 줄였으면 좋겠다. 

2) 현재는 ( ) 시간을 수강하는데 앞으로는 ( ) 시간으로 늘였으면 좋겠다. 
3) 현재는 ( ) 시간을 수강하는데 이 시간수가 적당한 것 같다 

4) 기타( 

29. 대학에서 수강한 (또는 현재 수강하고 있는) 대학 영어 강좌의 수강인원은 어느 
것입니까? 
1) 5명 이하 
2) 6-10명 
3) 11-15명 
4) 16-20명 
5) 21-30명 

6) 31 명 이상 
30. 대학 영어 강좌의 수강인원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원수는 어느 것입 

니까? 
1) 5명 이하 
2) 6-10명 
3) 11-15명 
4) 16-20명 

5) 21-30명 

6) 31 명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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