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교육연구 제

1집

1998 년 12월

영어 학습자의 펼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신문수·양현권·검진완
(서울대학교)

Shin, Moonsu. , Yang, Hyun-Kwon. ,
EFL

lear끼ers:

& Kim,

Jin-Wan. (1998). Needs assessment of

A preliminary study.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

1-18.
πl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feasibility of a new direction of EFL

learner needs assessment in Korea.

π1Îs

paper relates theoretical concepts and

methodological frameworks in needs assessment in general to the
with needs assessment in TEFL.

까le

p때lC비따

concem

paper also discusses a new direction of the

needs assessment in terms of the “ leah1er-centered” system, thc

폐

needs" type, the

“ process-oriented" interpretation, and the “ democratic" approach.

1 . 연구의 목적 및 펼요성
새삼스러운 말이지만 영어는 이제 단순히 지적 탐구나 문화적 교양을 기르기

위한 통로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제화 · 개방화 · 정보화 시대로 특
정지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영어는 개인이나 집단 더 나아가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도구가 되고 있다.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의 영어 학습열의
고조， 이에 부응한 사설 영어 교육 기관의 급격한 증가， 최근 초등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의 실시 등에서 영어의 이같은 사회적 효용성의 변화를 설감할 수 있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본 연구를 위해
조언과 자료수집에 도움을 주었던 황적륜， 최영자， 김현진 및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대학원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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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계 공용어로서 영어의 활용이 이처럼 나날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면서 효과적인 영어 습득의 문제는 초미의 교육적 관심사가 되어 왔
다. 새로운 영어교수법 이론의 소개， 이에 입각한 각종 영어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첨단 교육 기자재의 도입， 인터넷을 비롯한 최신 정보 매체의 활

용， 교육과정의 개편과 정비 등은 그러한 현실적 요구의 소산이다.
기존 영어 교육 방식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일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들이 대부분
교육 공급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모든 학습이 그렇듯이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목표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홍미와 동기 유발은 학습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학습자의 배우
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뜰의 능력， 학습 동기， 목표 등

을 분명히 파악하여 그에 입각한 적절한 교수 활동이 이루어질 때 지속될 수
있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와 좋은 교재， 그리고 완벽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

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필요 욕구와 동떨어진 교수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성공적
인 학습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영어 교육은 무엇을(what) , 어떻게 (how) 가르칠 것인가에 지나
치게 관심을 쏟고 누가(wh이， 무슨 목적으로(why) 배우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 그 결과 영어 학습자의 능력이나 필요 욕구를 별로 고

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교과 과정에 따라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영어 교
육이 우리의 학습 현장을 지배하였다.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보다 효과적

인 영어 학습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교육 수요자인 학습자 쪽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학습자의 의사 소통 욕구를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여 거

기에 합당한 교육 내용과 교수 방법을 찾는 학습자 중심의 교과 운영이 이루어
질 때 우리의 영어 교육은 진일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학습의 효율성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영어 교육 활동 내부의 실천적 압력일 뿐만 아니라 보다 개
방화되고 다원화된 오늘의 사회적 요구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를 위한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 (syllabus)
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선결 요소인 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를

조사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이론 정립과 효과적인 조사 도구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에 있다. 특히 한국인 대학생 영어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를 학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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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ESP(English for Speci턴c Purpose) 와 관련된 관점에서 조사 분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필요욕구 조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필요욕구에 대한

기초적 이론을 정립하고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도구를 모색하며 합리적인
분석방법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은 주로 언어기능 자체에 대한 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선결 요소인 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에 대한 세심한 연구에는 소

홀히 해왔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 영어교육은 대학이나 학과 특성을 고려치 않
는 획일적인 영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국어 교육
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영어교육에서 교과과정이나 교수요목을 설계하
는데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 요건으로 주창되고 있다. 이러

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서의 영어 상황인 국내에서는 지나치게 언어
기능에만 관심을 두고 소위 ESP 및 EAP (English for Academic 뻐φoses) 와 관련

된 영어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연구는 현재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제적이고 ESP 및 EAP와 관련된 관점에서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필요

욕구를 분석하는 이론적 근거 및 조사도구와 분석방법을 연구하여， 현 영어교
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영어교육의

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학습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교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
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Wit때1(1 984) 에 의하면， 필요욕구 분석은 본래

회사， 학교， 병원， 혹은 정부 기관과 같은 조직체가 시간， 돈， 인력을 포함한 조

직의 모든 유용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한국의 영어교육의 현장에서도 학습자의 필요욕구
의 보다 체계적인 평가는 부족한 인력과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통한 학습 목표의 보다 구

체적 설정은 가령 어떤 자격을 갖춘 교사를 고용할 것인가의 기준을 제공함으
로써 교육 경비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필요욕구란 현상과
기대치의 차이를 말한다(Witkin & Altschuld, 1995 , p. 4). 따라서 필요욕구 분석

은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필요욕구 분석은

이처럼 문제점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것의 해결을 지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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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장점은 더욱 강화하고 단점은

보강하는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파악하여 그것을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에 적
극 활용할 때 교육 공급자의 막연한 예단과 상식에 의존한 교과 운영으로 초래
되는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대학 교양 영어를 수강하는 학습자의 영어 학습 필요욕구를 분석
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석 모텔은 어떤 경우의 영어 학습자 집단이든 그들의 학습 필요욕구를 측정

하고 분석하는 보다 일반적인 분석 도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본 연구가 필요

욕구 분석 대상으로 대학 영어 학습자를， 특히 선택한 것은 최근 대학 영어교
육이 변환기를 맞이해서 종래의 독해 위주의 교양 영어 교육에 대한 반성과 함

께 많은 대학들이 실제 생활에서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을 제고하기 위한 실용
영어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어 원어민 교수에 의한 강의가 늘어
나고，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고， 교과목의 개설도 종래의 회화， 작문에다 시사
영어나 스크린 영어와 같은 새로운 교과목이 첨가되는 등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영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일단 긍정

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이같은 변화가 정작 중요한 영어 학습자의 학습
필요욕구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바탕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
정이다. 여전히 교육 공급자에 의한 막연한 교육 필요욕구 예측과 일방적인 목
표 설정에 의해 교과과정이 기획 · 설치 · 운영되고 있다. 가령 개선된 교육과정
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일각에서는 학생들의 읽기 및
쓰기 능력이 날로 퇴보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그러므로， 보

다 바람직한 방향의 대학 영어교육의 개혁은 학생들의 능력， 전공， 미래의 진로
계획 등에 입각한 영어 필요욕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최대한 존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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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럴 때 인적 자원과 재원의 낭비를 줄여 현재와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내실있고 효율적인 교육이 펼쳐질 수 있을 것
이다.

Richards( 1984) 에 의하면 언어교육에

있어서

교과과정

개발은 다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곧， 1) 필요욕구 분석의 단계， 2)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는 학습목
표의 개발의 단계， 3) 필요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교수 학습활동 선택의 단계，

4)

결과에 대한 평가의 단계가 그것이다(Richards，

1984, p. 6).

본 연구는 이 가

운데 첫 단계에 해당한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내용은 한국인 영어학습자를

위한 영어 교과과정 및 교수요목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선결요소
인 학습자의 영어 필요욕구를 조사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 이론정립이다. 다시
말해서， 필요욕구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필요욕구 조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기존 연구를 분석하여 이론의 틀을 정립하는 작업이다. 이제까지의

필요욕구

분석에 대한 연구는 영어교육 분야에서 매우 미약한 실정이기 때문에 본 연구
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한국의 영어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내용은 한국인 대학생 영어 학
습자의 영어 필요욕구를 학제적이고

EAP 및 ESP와 관련된 관점에서 조사 분석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조사도구와 분석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한국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조사 설문지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서 필
요한 범주화된 영역과 항목들을 학습자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설문 문항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실 이러한 조사도구와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여서 본 연구는 이러한 종류의 기초 연구의 필요성
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m.

펼요욕구 분석의 이론적 배경

여기에서는 필요욕구 분석의 여러 측면을 이론적 관점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

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의 기초적 개념에 해당하는 필요욕구의 개념적 정의를
마련하고 그 종류를 살펴본 다음 영어학습과 결부시켜 논의한다. 다음에서는
필요욕구 분석의 개념적 정의를 마련하고 여러 종류의 필요욕구 분석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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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한 다음， 이른바 “의사소통중심 및 학습자중심”의 영어교육 환경에서 어떠

한 형태의 필요욕구 조사가 수행될 수 있을지를 논의한다. 다음으로 영어교육
에 있어서 필요욕구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개관한다. 마지막으로 필요욕
구 조사의 실제로서 Witkin과 Altschuld( 1995) 의 3단계 접근법을 소개한다.

1.

필요욕구의 개념 및 종류

필요욕구라는 개념은 필요욕구 조사의 구체적 논의를 위한 기초로서 전제된

다. 그러나， 문헌연구에는 불행히도 필요욕구라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Berwick， 1989). 한편， 필요욕구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에서는 흔히 한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이 개념의 정의에 “관심의 대상
이 되는 어떤 상황의 현상(what is)과 당위성 (what should be) 사이의 차이”가 전
제된다는 점이다(Witkin & Altsch띠d， 1995). 즉， 필요욕구는 현재의 상황에 대비
하여 보다 바람직한 상황을 상정하고， 그 두 상황 사이의 차이를 비교 대조할

때 비로소 정의된다. 이를 영어학습 상황에 적용하면， 영어 학습자가 현재의 영
어학습 상황과 미래의 바람직한 영어학습 상황을 상정하고 그 두 상황 사이의
차이 또는 간극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논의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Berwick( 1989) 은 학습 및 교육과 관련된 필요 욕구를 흔히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학습자가 감지한 필요욕구인 “감지된 필요욕구 (felt needs)" 와 가르치

는 사람인 교사가 파악한 필요욕구인 “파악된 필요욕구(perceived needs)" 가 바
로 그것이다. 이 구분은 그 기준을 필요 욕구의 발생원에 둔 것으로， 영어학습

의 필요욕구를 학습자 중심의 “감지된 욕구”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 학습자
의 의견과 제언은 영어교육의 여러 측면 가운데 영어의 의사소통적 차원-특히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기능-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영어
학습의 필요욕구를 교사 중심의 “파악된 욕구” 차원에서 이해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들의 견해는 영어학습에 관련된 여러 변인 가운데 언어구조와 언어재료
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필요욕구를 영어학습과 직접 결부하여 파악하는 경우 관점차이로 필요
욕구는 “결과 지향적 (product -oriented)" 관점과 “과정 지향적 (process-oriented) " 관

점의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되기도 한다(Brindley ， 1989). 결과 지향적 관점에서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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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학습 목표언어라는 차원에서 파악하는 바， 이 관점에

서의 필요욕구는 학습자의 현재 언어능력과 미래에 기대되는 언어능력에 주된
초점을 두게 된다. 한편， 과정 지향적 관점에서는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학습환

경 전반과 결부하여 파악하는 바， 이 관점에서의 필요욕구는 학습자의 언어능
력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계된 정의적 · 인지적 변인-동기， 기대， 학습습관-동
에도 초점을 두게 된다.
Brin배ey(1989) 는 “학생의
분류하고 었다(<표

필요욕구(student ne어s)"를 다음 세 가지 관점에서

1> 참조). 첫째， “언어능숙도(language proficiency)" 관점 인데，

여기에서 필요욕구란 학생의 현재 언어능숙도와 희망하는 언어능숙도간의 차이
를 말하며， 따라서 필요욕구 분석도 학습자의 이해 및 표현기능의 사용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된다. 둘째， “심리 인성적 (psych이ogical-humani앉ic)" 관점인데， 학습

자의 필요욕구를 현재의 심리상태와 바람직한 심리상태간의 차이로 보고 언어
와 관련된 필요욕구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의적이고 심리적인 필요욕구에도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특수목적 (specific purposes) " 관점인데， 여기에서 필요
욕구란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서 기인하는 “도구적인 (instrumental) " 필요욕구이며
학습자의 직업적 또는 학문적 목표에 초점을 두는 관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필요욕구 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필요욕구

를 어떤 시각에서 파악하고 이해하는가에 관계없이 그것이 절대적이고도 불변
하는 기준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필요욕

구는 그 조사가 행해지는 시점에서의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러한 속

성상 언제나 가변적이고도 주관적인 특정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필요욕구 분석의 개념과 여러 형태

앞에서 언급했듯이， 필요욕구란 현재의 결과와 미래의 희망하는 결과 사이의
간극 또는 차이를 의미한다. 따라서 필요욕구 분석의 개념은 그러한 간극을 결
정하고 그 차이의 성격과 원인을 찾아내며 미래의 수행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
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it임n & Altsch띠d， 1995 , p. 4). 넓은 의미로
보면， 필요욕구 분석은 정책이나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으나 개인적인 진단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요욕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직접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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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parison of Approaches to Needs Analysis

‘뼈nguage

proficiency'
onentat1on

View of the Le없ner as a language
leamer
leamer

View of
ne잉s

Emphasis

‘ Specific p따pos않’
onentat1 on

‘ Psychologicalfhumanistic ’
onentat1 on
Leamer as a ‘ sentient
human being' in society
with the capacity to
become self-directing

Le

amer as a language u않rl

Ne때s

seen as gap
between present and
desired general
language proficiency

N않ds 똥en 잃

gap
between current state of
awaren않s and state of
awareness necessaη for
leamer to become selfdirecting

Needs seen as gap between I
pr않ent language performance in a specific area
and language performance
required in a p없tiωlar
commurucatlon sltuatlon

Ease of adminisπation
Where the leamer is at
in terms of language
proficiency in one or
more skills
Relevance of language
content to le없n하S’
proficiency level

Sensitivity to adult ’ s
subjective needs
Where leamer is at in
tenns of awareness
Relevance of leaming
content and methods to
individual learning styles

Collection of detailed data
on objective needs
Where the leamer is going
in terms of language
performance
Relevance of language
content to 1빼$ 야rso때 1
goals and social roles

Educational Language leamers le따n
rationale
more effectively in a
group contammg
leamers of a similar
proficiency level.
Language leamers leam
more effectively if
program content IS
geared to their
proficiency level.

Adults leam more effectively if they are involved
in the learning proc않S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latlon.
Their past experience and
present capacities should
be valued and taken into
account.

벼맹.ge 없

lm mme
effectively if program

l

때tent IS 떼 ev때t 뼈r

specific
mterest.

없ea

of need or

General 1뻐g때양 ~:~~nt
ciency is not as tmportant

I

잃 the ability to 0椰te

l

effectively in specific ar않S
relevant to the leamers ’
needs and interests.

로 개인의 필요욕구에 도움이 되는 분석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필요욕구 분
석이란 특정 필요욕구를 찾아내고 기술하며 그러한 필요욕구를 지속시키는 요
인을 밝혀내며 또한 그것을 충족시키는 계획을 위한 기준을 고안해내는 유용하
고 합리적인 접근법인 것이다.

이러한 필요욕구 분석은 교육에 있어서 교육의 실제를 위하여 여러 가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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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로 제안되어 왔는데， Stufflebeam외 3 인 (1985)은 相偉분석( discrepancy 뻐alysis) ,
太架중심 분석 (democratic 뻐alysis) ， 專門 家중심 분석 (expert-centered 뻐alysis) 및 굽?

斷I분석( diagnostic 뻐alysis)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먼저， 상위분석은 그 조

사의 초점을 이미 앞에서 살펴본 필요욕구의 두 형태-감지된 필요욕구와 파악
된

필요욕구-사이에서

관찰되는 차이에

두는 접근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은

Kaufman( 1972) , Knowles( 1970) 둥에서 실제 교육에 활용되었고， Munby( 1978) 에서
는 응용언어학 교수요목 설계에 응용되었다. 이 분석방법은 설계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분석내용을 계량화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지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한편， 이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지적되기도 하는

데， 그 가운데 다음 두 가지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첫째， 이 방법이 계량적인
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계량화하기 힘든 변인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고려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과제는 혼히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라는 것이다. 둘째， 이 분석결과 얻어진 자료들은 혼히 계량적인 특성을 지

니므로 일견 이해하기는 쉬우나， 자료 이용자들이 혼히 이 분석결과를 정성적
인 것으로 오해하여 그룻된 결론을 내리기가 쉽다는 것이다.
다음， 대중중심분석은 분석 대상집단의 변화 요구에 중점을 두는 접근방법이
다. 이 분석방법은 준거집단(reference group) 을 상정하여 이 집단의 여론적 행태

와 지향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데， 바로 이러한 까닭에 이 분석방법은 학습자중
심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한편， 학습자들은 그들이 학습하게 될 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과 이해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대중중심분석은 학과
목의 내용 등에 대한 필요욕구 분석을 위해서는 그다지 적합하지 못하다. 또한
이 분석방법은 그 구체적 분석기법으로 면담이나 협의 등의 기법을 활용하는
데， 바로 이러한 까닮에 대규모 분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전문가중심분석은 필요욕구 분석의 기초를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하

여 마련하는 특징을 지니는데， 필요욕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교육목표 설
정과 교과과정 설계에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은 대부분의 경우 언어학자 및 응용언어학자로 구성된다. 이
필요욕구 분석에서는 내용(content)보다는 언어 (language) 자체가 강조되므로， 실

제 교과과정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언어학 및 응용언어학의 학문적 체
계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필요욕구 분석에 근거하여 마련된 교과과정은 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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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적 바탕이 학문이론적 논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활용에 있어서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바로 이러한 까닭에 현장 전문가들에게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진단분석은 사회봉사(soci떠

services) 분야에서 처음 활용되었던

분석방법이다. 이 분석방법에서는 필요욕구를 “결핍 (deficiency) "과 그에 기인하
는 문제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기 때문에 이 접근방법은 “생존(s따‘rival)"을 전제

로 한 외국어학습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를테면， 이 분석방
법에서는 “생존”을 위한 차원에서 필수 불가결한 언어내용을 교과과정 설계의
기본으로 삼는데， 이러한 분석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되는 교과과정은 학습상

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한편， 학습자에게 어떤 문제가
진정으로 “생존”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판단은 극히 주관적이고 인

위적인 것이어서， 이 분석방법은 흔히 객관성의 결여라는 제한점을 지닌 것으
로 평가된다.
앞에서 살펴본 필요욕구의 네 가지 분석방법은， 각기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기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 또한 서로 다르

다. 특정 과제를 위하여 어떠한 분석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해당
과제의 내용적 특징과 조사실시의 실제적 측면에 대한 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고려가 필수적으로 전제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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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에 있어서 흔히 ESP나

EAP 및 과업중심 (task-base이 언어학습과 관련

된 논의는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한 분석은 교과
과정의

설계， 텍스트 선정

및

학습자료 개발 등을 위한 기초가 되고 있다

(Bensch, 1996; Johns , 1991; Long & Crookes , 1992). Bensch(1 996) 에 의 하면， 필요
욕구 분석은 학습자가 학습배경과 학습목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설문

지， 교과목 필수사항 및 과제 동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의 학습자
와 교사에 대한 관찰 등으로 구성된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학자에 따라 영어
학습자가 영어를 사용하는 실제 상황을 기술하는 데에 필요욕구 분석의 목적을

두거나(Johns， 1991) 혹은 학습환경 변화를 위한 근거로서 분석 결과를 이용하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는 데에 필요욕구 분석의 목적을 두는(Bens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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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둥 필요욕구 분석의 목적

은 서로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학습자의 의사소통적， 언어적 필요욕구와
목표를 찾아내는 출발점으로서 필요욕구 분석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Ferris，

1998).

이제까지의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한 연구들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Frodesen( 1995)과 Tarone( 1989) 처럼 학습자의 학습배경과 학습목표에 대해

서 학습자를 통해 조사하거나 Johns(1981) 처럼 필요 교과목에 대해서 교사를 통
해 조사하는 연구가 있고， Br때le(1995) 과

Horowitz( 1986)는 학습과제에 대한 자

료수집과 분류를 통해서， McKenna( 1987)는 실제 교실현장에서 학습자의 언어행
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혹은 Prior( 1995) 처럼 학습과제와 담화 및 교실 행위

에 대한 조사로서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에 대해 연구
하였다. 이러한 필요욕구 분석은 먼저 학습자의 목표영어 상황의 요소들을 찾

아내어 그것들을 E뻐 및 ESP와 관련된 학습지도의 기초로 삼아 교사들이 학습
자에게 필요한 특정 정보를 제공하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Johns， 1991).

4.

필요욕구 조사의 단계적 접근법

필요욕구 조사는 그 본질적 특성상 단계적으로 실시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Wit때1과 A1tsch띠d(I995) 에 의해 제안된 3 단계 접근법을 소개하기로 한다. 이들

에

따르면， 필요욕구 조사는 조사전단계 (preassessment) ， 조사본단계(assessment),

조사후단계 (postassessment) 의

3 단계로 나뒤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제 1 단계인

조사전단계는 다분히 실지조사적인 특정을 지닌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수행된다.

[조사전단계 활동]
가. 문제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과제를 찾아낸다.
나. 필요욕구 조사의 초점， 목적， 한계점 등을 구체화한다.

다. 조사하고자 하는 필요 욕구에 대해 이미 알려진 사항을 파악한다.
라.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추정한다.

바. 조사결과가 어떠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사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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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전단계에서는 또한 조사본단계의 설계와 운용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제 2단계인 조사본단계는 자료수집 (data gathering)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그 주 내용을 이룬다.

[조사본단계 활동]

가. 조사의 범위， 한계 등을 확정한다.
나. 필요욕구에 대한 정보와 견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다. 수집된 정보와 견해에 우선 순위를 정한다.

라. 수집된 정보와 견해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파악한다.
마. 모든 정보를 분석 · 종합한다.

마지막으로， 제 3 단계인 조사후단계는 조사결과의 활용( utilization)을 위한 단계

로서 주로 다음의 활동이 행해진다.

[조사후단계 활동]
가. 필요욕구 간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
나. 현행체제 개선을 위한 해결안을 마련한다.
다. 해결안을 행동에 옮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라. 필요욕구 조사 자체에 대해 내부적인 평가를 한다.

마.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후단계 활동에서 얻어진 여러 결정 등은 의사결정자에게 통보되고 보다
나은 체제를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조사의 3 단계 가운데， 본
논문의 논의는 주로 조사전단계에 논점을 둔다. 그 까닭은 본 논문이 “욕구분

석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과제의 주된 목적이 필요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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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필요욕구 분석의 방향 및 설문지 문항의 내용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으로，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설문지 문항 개발을 위한 필요욕구 분석의 내용

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분석 모댈은 차
후 모든 영어 학습자 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분석 도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1.

영어 학습자의 필요목구 분석의 방향

최근 영어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특정은 “의사소통중심”과 “학습자중심”이라
는 두 가지 강조점으로 상정된다. 여기서 의사소통중심이라 함은 학습과 교육

의 중심을 학습 목표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 및 행위에 둔다는 것이다. 이
러한 관점은 종전의 언어중심 또는 구조중심의 접근법과 대조되는 것으로， 구
체적으로는 언어의 기능(마lction)과 내용 (notion)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언어활

동의 네 가지 측면-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특히 강조한다. 한편， 학습자
중심이란 교육과 학습의 전반에 있어서 수요자로서의 학습자의 여러 측면을 적
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효과적이고도 성공적인 학습은 학습자의

필요욕구와 배경을 철저히 파악한 바탕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견해이다.
그 구체적 실제에

있어서는 학습자의 필요욕구， 반응 및 의견 등을 간단없이

확인하고 수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학습자중심 체제는 “필요욕구 파
악의 부단한 순환과정”을 전제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2>는
Brin배ey(1989) 에 근거한 것으로， 학습자중심 체제에서의 정보 순환과정이 체계

화되어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중심-학습자중심으로 특징 지워지는 최근의 영어교육의 동
향을 고려한다면，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주된 방향을 다음 〈표 3> 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외국어교육연구 제 I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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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습자중심 체제

평가및 반응

문제의 인식

‘-

학습활동

정보교환

토론

협의

-’
←」←

〈표

2.

3>

-

목표설정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방향

분석체제

의사소통중심-학습자중심 체제

분석관점

“감지된 필요욕구”와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

분석방법

“대중중심분석”을 위주로 여타의 분석기법을 취사선택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조사 설문지 문항의 내용

이상에서 언급한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의 주된 방향에 적합하게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조사를 위한 설문지 문항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네 가지 영
역으로 구성된다. 곧， 1) 학습자 자신의 배경에 관한 문항， 2) 학습 동기와 관련
된 문항， 3) 영어의 네 가지 기능과 관련된 문항， 4)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

된 문항 등이 그것이다. 각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습자 자신의 배경에 관한 문항

학습자 자신의 배경에 관한 문항은 학습자가 감지한 필요욕구인 “감지된 필
요욕구”와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에서 개발되며， 학습자 자신의 성별，
학과， 학년 등에 관한 사항과 고등학교 영어교육에 대한 학습자 자신의 평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의 영어학습이 대학에서의 영어강

좌 수강에 도움이 되는 면과 도움이 되지 않는 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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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문항도 포함된다. 이 경우 영어교재， 영어교사， 학급당 학생수， 영어교육

방법， 영어원어민 교사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고 이유를 묻는다.

2)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
학습 동기와 관련된 문항은 학습자가 감지한 필요욕구인 “감지된 필요욕구”

의 관점과 학습자의 언어능력 뿐만 아니라 학습과 관계된 정의적 · 인지적 변인
-동기， 기대， 학습습관-동에도 초점을 두는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에
서 개발되며， 대학 졸업후의 진로，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 현재 학습자 자

신의 영어 실력，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 영어학습을 통한
궁극적 언어기능별 수준， 내적 학습동기 유발 방법 등에 대한 문향으로 구성된다.

대학 졸업후의 진로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취업과 대학원 진학 및 기타로 나
누고 취업의 경우 영어 사용이 요구되는 정도에 따른 직종에 초점을 두며， 진

학의 경우는 국내 대학원 진학과 영어 사용권 해외유학으로 구분하여 묻는다.
대학에서의 영어학습 이유와 관련된 문항은 의사소통의 유창성， 각종 시험대비，
여가선용， 영어원서 전공서적 읽기 등의 이유를 묻고， 현재 학습자 자신의 영어
실력에 대한 문항은 전반적인 영어실력과 언어기능별 수준을 묻는 문항으로 세
분화한다. 또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문항은 학습
자가 어떤 영어학습 책략을 사용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물으며， 영어학습을
통한 궁극적 언어기능별 수준에 관한 문항은 청해， 회화， 작문， 독해， 문법， 어

휘 등으로 나누어 최상급(영어원어민과 거의 비슷한 수준)， 상급(영어원어민과

는 차이가 있지만 영어 사용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없는 수준)， 중급(영어사용
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애로는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수준)，
중하급(영어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 의사소통을 그럭저럭 이루어 낼

수 있는 수준) 동으로 학습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수준을 묻는다. 마지막으로 내
적 학습동기 유발 방법에 대한 문항은 시사적 내용， 신문이나 잡지 학습， 문학
작품 토의， 영어학습 책략 토의 등을 구체적으로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3) 영어의 네 가지 기능과 관련된 문항
영어의 네 가지 기능과 관련된 문항은 의사소통중심-학습자중심 체제에서의
학습자의 “감지된 필요욕구”와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에서 개발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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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가장 필요한 영어의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과 가장 어렵게 여겨지는

언어기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다 또한 학습자가 현재 집중적인 노력을 하
고 있는 언어기능에 관한 문항과 대학의 영어강좌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어
야 하는 언어기능의 형태에 대한 문항도 포함된다
여기에서 영어의 네 가지 언어기능이란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듣기 능력， 말

하기 능력을 말하며， 청해 능력， 회화 능력， 작문 능력， 독해 능력， 문법 능력，
어휘 능력， 기타 능력 등으로 세분될 수도 있다. 특히 대학의 영어강좌에서 집
중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언어기능의 형태에 대한 문항에서는， 속독을 통

한 독해력 향상， 효과적인 읽기 전략 훈련을 통한 독해력 향상， 듣기와 말하기，
실용문 또는 자유 영작문 쓰기， TOEFL 이나 TOEIC 또는 영어로 된 각종 시험
을 위한 연습， 문법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 영어권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이해，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얻기， 교재 내용의 해석 또는 번역， 시사영어 πV， 신문，
잡지， 영화) 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4)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
교수방법 및 교재와 관련된 문항은 크게 교재의 내용적 측면， 교수 언어의
측면， 학습 매체의 측면， 교수방법의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물
론 의사소통중심-학습자중심 체제에서의 학습자의 “감지된 필요욕구”와 “과정
지향적 필요욕구”의 관점에서 개발된다. 먼저， 교재의 내용적 측면과 관련된 문
항은 현재 사용되는 영어 교재의 특정에 대한 문항과 영어강좌의 바람직한 교
재의 형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는데， 듣기/말하기 중심의 실용영어 교재， 해

석/번역 위주의 강독수업 교재， 문법에 관한 설명중심 교재， 문화에 대한 이해
중심 교재， 영작문 및 쓰기 중심 교재， 전공 분야와 관련된 원서 읽기 중심 교
재， 시청각 자료(오디오， 비디오) 활용한 수업 교재 등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다.

교수 언어의 측면과 관련된 문항에서는 현재 영어강좌의 수업진행에 대한 문

항과 바람직한 영어강좌의 수업진행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며， 영어를 모국어
로 사용하는 사람이 영어로 진행하는 강좌，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영
어로 진행하는 강좌，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한 사람이 한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시청각 기자재 활용을 위주로 진행되는 강좌 등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 또한
학습 매체의 측면에 대한 문항은 서적， 시각적 자료(그림， 사진)를 포함한 서적，

영어 학습자의 필요욕구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17

청각적 자료(녹음)를 포함한 서적， 시청각 자료 (vide이를 포함한 서적 둥에 관한

학습자의 생각을 묻는 문항이며， 교수방법의 측면과 관련된 문항은 학생중심
수업， 문법 및 언어용법에 관한 설명식 수업， 설명과 해석 위주의 교수중심 수
업， 주어진 과제 해결형 수업， 듣기/말하기 위주의 수업 등을 학습자가 바람직
한 교수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과 기타 영어강좌의 적절한 수강인

원 및 적절한 주당 시간 수를 묻는 문향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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