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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k, Youjin, Jihyeon Jeon and Marc Neufeld (2022). A study on English for Cabin 
Crew Purposes (ECCP): A meta-analysis.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0, 458-484. 
 
This study analyzes the educational needs for English for Cabin Crew Purposes (ECCP) 
considering the target learners (cabin crew/students) and the contexts (domestic/overseas 
contexts). The studies on ECCP were first identified using the article search engine, and 
the results were screened to find relevant studies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thirty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on ECCP, from 2005 to 2021, were text analyzed to 
understand the educational needs for the cabin crew and students. Through the analysis, 
the work tasks requiring English education and the areas of learners’ needs were identified. 
The learners’ needs were divided into three aspects: the language and communication 
aspect, the teaching and learning aspect, and the management aspect. The work tasks that 
require English education consist of the needs for handling passengers, flights, services, 
and public announcements. The language and communication aspect consists of speaking 
& listening, reading & writing, pronunciation/intonation/stress, vocabulary, and polite & 
formal expressions. The teaching and learning aspect is comprised of interest & 
motivation, learning activities, educational materials, and mediums of instruction. The 
management aspect includes the types of instructors, the teaching hours, and the 
curriculum. The learners’ needs found in the studies on ECCP vary depending on the target 
learners and the contexts. The directions for English education and research for cabin crew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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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전세계적으로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항공 객실승무원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에 
따르면(IATA November 2020, IATA December 2015), 전세계 항공사 국제선 여객 수는 2007년 
약 2천 200억 명에서 2019년 약 4천 730억 명으로 두 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고, 전세계 
시장에서 국제선의 비율은 2016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60% 이상을 점유하며 국내선보다 
더 큰 시장을 형성했다. 이러한 변화로 승무원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다국적 승객을 영어로 
응대하게 되었으며,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업무 효율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질로 자리잡고 있다.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항공 객실승무원 ESP(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특수목적영어) 분야에서는 승무원과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국내외 연구들을 볼 수 
있다(김동미, 강미라 2018, 이송이, 원경식 2016, 최보람 2017, Cornwall and Srilapung 2013, 
Dhanasmithivesn 2007, Kaya 2021). ESP 분야에서 항공영어 분야의 연구 비중이 아직은 높지 
않아(이승열 2020b)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의 수도 많지 않다. 하지만 국내 2005년, 국외 
2007년을 시작으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승무원과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ESP 교육은 
학습자의 요구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만큼(전지현 2015), 객실승무원 ESP 요구를 파악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항공 객실승무원 ESP 요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과 맥락에 따라 영어교육 요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 수 있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비일상적인 특정 
업무상황에 대한 교육 요구가 나타났던 반면(최보람 2017, Supriadi and Purbani 2018), 
항공서비스과 학생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특정 업무상황 뿐 아니라 일상적인 
서비스업무에 대한 교육 요구도 나타났다(최경희 2019). 승무원대상 연구의 경우, 승무원의 소속 
항공사가 자국항공사인지 외국항공사인지의 여부에 따라 영어교육 요구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외국항공사 승무원은 언어의 네 가지 스킬이 업무에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Hilmi 2018), 
자국항공사 승무원은 말하기와 듣기가 업무에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 생각하고 있었다(Alkur 
2019). 연구대상이나 맥락에 따라 교육 요구가 다르다면,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을 위해서는 
대상과 맥락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상(학생/승무원)와 맥락(국내/국외연구)의 특성에 따른 
요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는 없다. 국내외 
연구들이 특정 학습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교육을 개발 및 개선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는 특정 
학습자에게만 한정될 수밖에 없기에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 요구를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연구를 메타분석하여, 대상과 
맥락에 따른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 요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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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에서 나타난 
1) 영어교육이 요구되는 항공 객실승무원의 업무는 무엇인가? 
2) 언어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요구는 무엇인가? 
3) 교수학습 측면의 요구는 무엇인가? 
4) 교육운영 측면의 요구는 무엇인가? 
 

 
2.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 동향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해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를 수집한 결과, 대부분의 논문이 
2000년대 시작되었고 2015년 이후 논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 동향을 연구 주제와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 동향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국내외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이 교육설계 및 교육평가, 
교수학습법, 교재, 어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설계 및 교육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는 가장 활발히 연구된 주제로, 네 가지의 세부 주제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교육에 필요한 학습 내용과 방법을 파악한 연구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졌고(강동미, 강미라 2018, 최경희 2019, Supriadi and Purbani 2018, Thepraksa 2017),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평가 및 제안에 대한 연구(장우정 2010, 최보람 2017, 

표 1.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 
주제 선행 연구 

교육설계 
및 

교육평가 
김동미, 강미라 2018, 박신영 2006, 박현아 2020b, 이송이, 원경식 2016, 임희주, 
박선미 2016, 임희주, 박선미 2015, 장우정 2010, 조동인 2016, 최경희 2019, 최경희 
2017, 최보람 2017, Alkur 2019, Cornwall and Srilapung 2013, Dhanasmithivesn 2007, 
Dibakanaka and Hiranburana 2012, Han 2019, Hilmi 2018, Kim and Jin 2017, Mede, 
Koraran and Atay 2018, Limprasert and Witthawassamrankul 2016, Pupphavesa 2017, 
Supriadi and Purbani 2018,  Suwarnnoi 2016, Taghipour, Mohseni, Rahmanpanah and 
Baradaran 2020, Thepraksa 2017, Uraipan 2011, Xiaoqin and Wenzhong 2016 

교수학습법 박현아 2020a, 장형지 2020, Asgari and Azad 2019, Kusomoriny and Sitepu 2021, 
Lozano Velandia 2015, Min and Lee 2013, Pawataungsunit 2014, Sönmze Boran, Ciloğlan 
and Durmaz 2020 

교재 임희주, 박선미 2016, 최경희 2018, 최보람 2017, Baroto, Iragiliati and Anugerahwati 
2016, Park and Park 2019, Taghipour 2021 

어휘 최인영 2020a, 최인영 2020b, 최인영, 조용현 2019, Cho 2015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Semchuchot, Soontornnaruerangsee and Bodhisuwan 2021 



Youjin Park et al.  A study on English for Cabin Crew Purposes (ECCP): 
A meta-analysis 

© 2022 KASELL All rights reserved  461 

Alkur 2019, Mede et al. 2018)가 그 뒤를 따랐다. 그 다음으로 새로운 학습모형을 개발하거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들(박현아 2020b, Hilmi 2018)이 있었고, 승무원 영어 구어능력에 대한 
승객의 만족도 연구(Suwarnnoi 2016)가 있었다. 국내 연구는 대부분 학생, 자국항공사 승무원(예, 
대한항공)이 주 연구 대상자인 반면, 국외 연구는 학생, 승무원뿐 아니라 승객, 학교 졸업생 등 
다양한 대상자를 활용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특히, 승객을 대상으로 태국 승무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한 연구는 서비스 이용 승객관점에서 승무원이 개선해야할 교육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학습자 간 구두 의사소통능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의 교수학습 관련 주제의 연구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역할극을 활용한 객실서비스 
영어수업(박현아 2020a), 그룹토론을 접목한 말하기 수업(Asgari and Azad 2019), 스몰토크 
활동(Pawataungsunit 2014), 주어진 과업을 팀원과 함께 해결하는 문제기반 학습(장형지 2020, 
Kusomoriny and Sitepu 2021), 목표 설정과 셀프모니터링을 활용(Lozano Velandia 2015)등의 
연구를 볼 수 있었다. 항공 객실승무원 ESP 학습자들이 말하기와 듣기를 업무상 가장 중요한 
스킬로 간주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최보람 2017, Taghipour et al. 2020), 추후 구두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촉진하는 보다 더 다양한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교재를 주제로 한 연구는 교재를 개발, 분석, 평가하는 연구로, 세부 주제는 크게 기존 교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와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고 제안하는 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국내와 
국외의 연구 경향이 다소 달랐는데, 국내의 경우 기존 교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였고, 교육 프로그램 평가의 일부로 기존 교재를 함께 분석 및 평가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임희주, 박선미 2016, 최경희 2018, 최보람 2017, Park and Park 2019). 반면, 국외는 
새로운 교재를 제안하거나 개발 후 실험을 통해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들(Baroto, Iragiliati and 
Anugerahwati 2016, Taghipour and Mohseni 2021)로 국내 교재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어휘를 주제로 한 연구는 외국항공사 영어 매뉴얼, 국제항공기관 보고서, 항공 객실승무원 
영어교재 원서를 대상으로 승무원의 영어학습에 필요한 어휘들을 다룬 코퍼스 연구였다(최인영 
2020a, 최인영 2020b, 최인영, 조용현 2019, Cho 2015). 이와 같은 연구는 현 국내 교재와 학습 
자료의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에 활발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항공승무원 ESP 교재들은 대체적으로 전직 한국인 승무원들이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 교재에 
활용되는 영어 어휘나 표현의 다양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유임정 2005, 임희주, 박선미 2016, 
장우정 2010, 최보람 2017).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결과는 현 국내 교재나 학습 자료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으며, 추후 다양한 텍스트와 기법을 활용한 어휘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는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지만 이 주제에 대한 연구는 추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일반 영어교육 연구에서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듯(방영주 2020), 항공승무원영어 
연구에서도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 태국에서 무슬림 승객에 
대한 승무원의 문화적 민감성을 다룬 연구(Semchuchot, Soontornnaruerangsee and Bodhisuwan 
2021)를 살펴볼 수 있었고, 국내에는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없었다. 글로벌 시대에 한국이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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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지 혹은 허브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승무원의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승무원들은 취항국 문화에 대한 학습의 필요성을 지적했던 만큼(박신영 2006, 
최보람 2017)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는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2.2. 요구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본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 동향 
 

요구분석 연구는 항공 객실승무원 ESP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이며 최근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외 요구분석 연구는 2000년대 중반을 시작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2010년대 중반 이후로는 꾸준히 1~3편 정도의 연구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EGP와는 
달리 ESP가 학습자의 요구분석을 바탕으로 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항공 객실승무원 ESP 요구분석 연구는 대상(승무원/학생)과 맥락(국내/국외 
연구)에 따라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 연구는 연구의 목적 측면에서 국내외 간에 다소 차이를 볼 수 
있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기존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반면, 국외 
연구는 학습자의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교육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현 교육 프로그램, 교재 등의 실태와 승무원의 인식 
및 만족도, 교육 개선을 위한 제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다뤄지고 있었다(박신영 2006, 
유임정 2005, 이송이, 원경식 2016, 장우정 2010, 최보람 2017). 반면, 국외 연구는 새로운 
교육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어를 사용할 때 경험하는 학습자의 고충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많았는데(Kusumoriny and Sitepu 2021, Suwarnnoi 2016, Thepraksa 2017), 
구어 능력에 초점을 맞춘 주제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말하기와 듣기의 어려움, 발음에 대한 
승무원의 인식, 승무원의 구어 능력에 대한 승객들의 만족도, 승객과의 구두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있다. 총 9편의 승무원 대상 요구분석 연구 중 8편이 모두 
태국에서 발표된 것으로,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가 태국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외 요구분석 연구에서 연구 대상이 세분화 되어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승무원을 
이코노미 승무원, 시니어 승무원으로 구체화하여 이들이 겪는 어려움 혹은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고 있었다(Cornwall and Srilapung 2013, Uraipan 2011). 국내 
연구에서도 승무원의 경력 단계에 따른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구분석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요구분석 연구는 기존 교육의 개선보다는 새로운 교육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관심을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이는 대게 대학 교수자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를 하게 되는데, 교수자는 수업을 직접 새롭게 설계하고 운영해 볼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한다.  

새로운 교육을 개발하고 제안하는 목적의 연구는 연구 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몇 가지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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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할 수 있었다. 연구 내용 측면에서 국내와 국외는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 국내 연구는 영어 
활용이 어려운 구체적인 업무 상황과 관련된 학생들의 요구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었다면(최경희 
2019, 최경희 2018, 최경희 2017, Kim and Jin 2017), 국외 연구는 특정 업무 상황보다는 학습 
목적, 현 수준, 선호 교육방식 등 전반적인 교육에 관한 요구를 파악하고 있었다(Hilmi 2018, 
Kaya 2021, Supriadi and Purbani 2018, Taghipour et al. 2020). 연구 방법 측면에서 국내외 연구 
대부분 설문지를 활용하여 다수를 대상으로 많은 양의 정보를 제시하는 양적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학습자의 요구를 맥락 안에서 보다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방법을 통한 
연구가 추가된다면 항공 객실승무원 영어교육에 대한 보다 구체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평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국내외 연구 모두 재학생을 주 연구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교과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고 있었다(임희주, 박선미 
2015, Alkur 2019, Han 2019, Mede et al. 2018). 기존 교육에 대한 정보는 현재 그 교육을 
경험하는 재학생이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동일한 교육을 경험했고 현재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은 현장 경험이 결합된 새로운 관점에서 건설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국외연구 한 편에서 유일하게 학교를 졸업한 승무원을 대상으로 기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했던 연구가 있는데(Mede et al. 2018), 이와 같이 연구 대상의 폭을 넓힌다면 기존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요구들이 발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국내외 모두 공통적으로 활발히 연구되는 주제가 

있기도 했지만 국내/국외에 따라 다른 주제가 제시되기도 하였다. 대상(학생/승무원)과 
맥락(국내/국외 연구)에 따라 요구분석 연구의 목적, 내용, 분석 방법도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구의 대상과 맥락에 따라 영어교육 요구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 요구를 대상과 맥락에 따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교육과 연구 주제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항공 객실승무원 영어교육 관련 국내외 논문을 분석하여 대상과 맥락에 따른 교육 
요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 논문을 수집 및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논문을 대상으로 데이터 코딩 및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자세한 자료 수집 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3.1 자료 수집 방법 
 

다음과 같은 세 단계의 절차를 통해 분석 대상 연구를 수집하고 선정하였다. 첫째, Riss, DBpia, 
Google scholar, EBSCO 등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에서 ‘항공 객실승무원 영어’, ‘항공객실서비스 
영어’, ‘Cabin crew English’, ‘Airline service English’ 등의 키워드를 이용해 현재까지의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를 모두 검색하였다.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의 수가 많지 않아 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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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논문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검색 수집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읽으며 
항공 객실승무원 ESP와 무관한 논문들을 제외하였고, 1차적으로 국내 42편과 국외 38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1차로 수집된 연구를 대상으로 논문의 전체 내용을 검토한 뒤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연구를 제외하였다. 조종사 등 타 항공 분야의 연구, 항공객실 
서비스 보다 상위 범주인 관광 분야의 연구, 토익 등 일반적 목적의 영어 연구, 실증 연구가 아닌 
개념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대상 논문에서 제외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와 국외 각각 28편의 
논문을 선별하였다. 셋째, 항공 객실승무원 ESP의 교육 요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내 
14편, 국외 16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최종 포함하였다. 항공 객실승무원 ESP 요구분석에 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했으며, 요구분석이 연구의 주 목적은 아니지만 연구 결과의 일부로 
영어교육 요구를 파악한 경우도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이승열(2020a)은 
항공 객실승무원 업무와 영어과 교과와의 관련성을 밝히기 위해 현직 승무원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제시했는데, 그 내용을 통해 승무원 교육의 현황, 학습자 요구 등이 제시되어 있었다. 
그림 1은 3단계의 자료 수집 절차를 정리한 것이다.  

 

 
 
 
 

 
1차: 
문헌 
수집 

 항공  
객실승무원 

관련 영어교육 
논문 수집 

(국내 42편, 
국외 38편) 

  데이터베이스: Riss, DBpia, KISS, 국회전자도서관, Google scholar, 
EBSCO, ProQuest, JSTOR, Scopus, DOAJ 

 검색어: 항공 객실승무원 영어, 항공 객실승무원 특수목적영어, 
항공객실서비스 영어, Cabin crew English, Cabin crew ESP, Flight 
attendant English, Flight attendant ESP, Airline service English 

 검색된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바탕으로 1차 수집 
※ 국내 학위 논문 1편 원문 미제공으로 제외 

     
 
 

2차: 
문헌 
선별 

  
 

항공  
객실승무원 

관련 연구 선별 
(국내 28편,  
국외 28편) 

  제외 사유 
① 조종사, 관제사 등 타 항공분야 연구 
   (국내 4편, 국외 2편 제외) 
② 공항체크인, 호텔업무 등이 포함된 관광영어 분야 연구 
   (국내 1편 제외) 
③ 토익, 일반영어 등 ESP 이외의 영어 분야 연구 
   (국내 9편, 국외 1편 제외) 
④ 개념 연구 
   (국외 2편 제외) 

     
 

3차: 
문헌 
선별 

 항공  
객실승무원 
영어교육 
요구분석 
연구 선별 

(국내 14편,  
국외 16편) 

  선정 기준 
①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의 요구분석 연구 
② 요구분석이 연구의 주 목적은 아니지만 연구 과정에서 교육현황, 

학습자 요구 등을 알 수 있는 연구 
 최종 선정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 9편, 학위 논문 4편, 학술대회 발표 논문 1편 
 국외: 학술지 논문 7편, 학위 논문 6편, 학술대회 발표 논문 3편  

그림 2. 자료 수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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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자료 분석 방법 
 

최종 선정된 논문 30편을 대상으로 반복적 비교분석법(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을 활용하여 5단계의 자료 코딩 및 범주화 과정을 거쳤다. 

1단계는 개방코딩으로, 논문을 정독하며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 요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단어 혹은 구 단위로 코딩하였다. 승무원 또는 학생이 영어 활용 시 ‘어렵다’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쓰여진 부분을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로 보고 하이라이트 하며, 추후 범주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코딩하였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생성된 코드를 반복적으로 상호 비교하며 비슷한 속성끼리 묶거나 분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말하기와 듣기] 그리고 [회화]코드들을 [말하기와 듣기]범주로 
통합하였고, 1단계에서 [어휘]로 명명했지만 분석을 통해 세분하여 이를 [일반 어휘]와 [항공 
관련 용어]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27개의 요구 관련 범주를 생성하였다.  

3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 생성한 범주들을 펼쳐 놓고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생성했다. 
기존 범주를 새로운 범주들로 쪼개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고, 하위 범주들의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명칭으로 상위 범주의 이름을 수정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초기 상위 범주를 
[교육내용], [교수학습법], [교육자료], [교육형식]으로 명명하였지만, 검토를 통해 [교육내용]을 
[업무]와 [언어기술] 측면으로 나누어 새롭게 생성하였고, [교육자료]와 [교수학습법]은 
[교수학습]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교육형식]은 [교육운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4단계는 범주와 코드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형성한 범주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반복적인 비교 
점검을 통해 범주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다. 예를 들어, 상위 범주 명칭이 하위 범주의 내용을 
명확히 포괄할 수 있도록 [언어기술] 범주를 [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수정하였다. 

마지막 5단계는 최종 점검 및 확정 단계로, 논문 내용을 다시 정독하며 4단계에서 생성한 
범주와 코드를 검토했다. 코드의 의미가 명확한지, 각 하위 범주가 올바른 상위 범주에 속해 
있는지, 범주 간에 겹치거나 동등한 수준이 아닌데 같은 수준의 범주로 묶인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하였고, 최종적으로 최상위 범주 4개, 상위 범주 16개, 중위 범주 16개, 하위 범주 8개를 
형성할 수 있었다. 

최종 확정된 최상위 범주는 [업무], [언어커뮤니케이션], [교수학습], [교육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불만승객을 대처하기 위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식음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 
어렵다’ 등 업무 관련 언급을 [업무] 로 코딩하였고, ‘외국인 승객과의 스몰토크가 어렵다’, 
‘쓰기에 대한 영어교육이 필요하다’, ‘공손표현 활용은 업무에 중요하다’ 등과 같이 영어를 듣고 
읽고 말하고 쓰는 데 수반되는 내용의 언급을 [언어커뮤니케이션]으로 코딩하였다. ‘강사는 
학생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시킬 필요가 있다’, ‘수업에서 소그룹 활동을 원한다’ 등과 같이 
수업시간에 어떤 방식이 필요하다는 언급은 [교수학습]으로 코딩하였고, ‘교수자로서 승무원 
경험이 있는 원어민 강사를 원한다’, ‘영어교육 시수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 등과 같이 교육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의 방식에 대한 언급은 [교육운영]으로 코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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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결과 
 

메타분석 결과,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 요구는 크게 [업무], [언어커뮤니케이션], [교수학습], 
[교육운영]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영어교육이 요구되는 [업무]는 크게 승객 대처, 비행상황 대처, 서비스, 기내 방송으로 
나타났다. 승객 대처에 대한 요구는 불만승객 대처, 응급환자 대처, 안전위협 승객 대처, 특수승객 
지원 업무를 포함하였고,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기본 서비스 업무와 식음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업무를 포함하였다. 

[언어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영어교육 요구는 크게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발음⋅억양⋅강세, 
어휘, 공손⋅격식표현으로 나타났다. 발음⋅억양⋅강세에 대한 요구는 본인이 구사하고자 하는 
요구와 이해하면 좋겠다는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고, 어휘에 대한 요구는 일반 어휘와 항공 관련 
용어 학습에 대한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수학습] 측면의 요구는 크게 흥미⋅동기 유발, 학습 활동, 교육 자료, 수업 언어로 나눠볼 수 
있었다. 학습 활동에 대한 요구는 의사소통중심, 활동 유형, 활동 방식에 대한 요구로 다시 
세분화할 수 있었는데, 활동 유형으로 역할극, 토의⋅토론⋅발표, 현장 학습⋅승무원 간담회에 대한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고, 활동 방식으로 소그룹과 개별 활동 방식의 요구를 볼 수 있었다. 교육 
자료에 대한 요구는 교육 자료 유형, 학습 주제, 어휘⋅문장에 대한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고, 
교육 자료 유형으로 이미지, 음성, 동영상⋅멀티미디어에 대한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육운영] 측면의 요구는 크게 강사 유형, 교육 시수, 교과 내용에 대한 요구로 나눠볼 수 
있었다. 그림 2는 메타분석을 통해 도출된 항공 객실승무원 특수목적영어(ESP) 교육 요구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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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측면

(n=51)

승객대처 시(n=32)

불만승객(n=14)
면세품과 기내식, 

항공편 출도착지연 등의 불만

응급환자(n=11)
접해보지 못한 증상의 표현을

이해하고 사용하기 어려움

안전위협승객(n=5)
의심스러운 승객, 탑승 후 하기 승객, 

흡연승객, 난동 및 취객승객

특수승객(n=2) 미동반소아,호송죄수,추방자 승객

비행상황대처 시(n=10)
회항, 비상탈출과정 설명,

비상구좌석 승객브리핑

서비스 시(n=4)

기본 서비스(n=1)
식음료 제공하기, 

면세품 판매하기 등

식음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n=3)
식음료의 종류, 맛, 제조방법

기내방송 시(n=5) 승객들의 부정적 피드백,

승무원들은 중요한 소통채널로서 간주

언어

커뮤니

케이션

측면

(n=51)

말하기와 듣기(n=18)

장거리 비행 승객과의 스몰토크, 

상위클래스서비스 대화의 어려움

업무상 가장 중요한/필요한 스킬,

가장 배우고 싶은 스킬

읽기와 쓰기(n=4)
업무상 중요성, 소속항공사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 범위와 수준

발음∙억양∙강세(n=13)
구사(n=8)

발음,억양,강세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것의 어려움

이해(n=5)
다국적 승객, 동료 등의

발음과 억양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

어휘(n=12)
일반어휘(n=5)

어휘력 부족 호소,

관용어, 슬랭, 연어학습의 어려움

항공 관련 용어(n=7)
항공분야 관련 용어 활용의

어려움과 학습요구

공손∙격식표현(n=4)
공손함과 격식을 갖춘 표현 활용의

어려움과 학습요구

교수

학습

측면

(n=57)

흥미∙동기유발(n=3)
흥미와 동기부재로 인한

낮은 수업 만족도

교육자료(n=20)

교육자료유형(n=11)

이미지(n=3)

음성(n=3)

동영상∙멀티미디어(n=5)

항공실무영어 교재 내용(n=4)
교재에서 다양한 업무에 대한

내용이 다양하지 못함

어휘∙문장(n=5)
제시된 어휘와 문장이 단순하여

학습효과가 떨어짐

학습활동(n=31)
활동유형(n=13)

역할극(n=7)

토의,토론,발표(n=4)

현장학습,승무원간담회(n=2)

의사소통중심(n=9)
단순 암기식, 주입식 교육에 대한 불만,

발화기회를 통한 의사소통 향상

활동방식(n=9) 소그룹활동(n=7)

개별활동(n=2)

수업언어(n=3)
수업시간 동안

영어와 모국어의 혼용을 선호

교육

운영

측면

(n=15)

강사유형(n=7)
항공분야와 영어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춘 강사

교육시수(n=5)
제공받는 영어교육시수가

양적으로 불충분

교과내용(n=3)
회화능력과 취업에 도움을 주는

교과목에 대한 선호

그림 2 항공 객실승무원 특수목적영어(ESP) 교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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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업무(n = 51)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여러 업무에 대한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교육이 필요하다고 언급된 업무에는 
승객 대처, 비행상황 대처, 서비스, 기내 방송이 있었다. 업무별 언급 빈도는 그림 3과 같다.  

 
4.1.1. 승객 대처 업무(n = 32) 

 
영어교육이 필요한 업무 중 가장 빈번히 언급된 업무는 승객 대처 업무로 승객 유형에 따라 

불만 승객 대처, 응급환자 대처, 안전위협승객 대처, 특수승객 지원을 포함한다. 
 
 불만 승객 대처 업무(n = 14)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불만승객 대처를 위한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품이나 기내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승객, 우는 아이로 소란스러워진 객실에 대해 불편을 표출하는 승객을 대하기 위한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다(장우정 2010). 불만승객 대처에 대한 요구는 국내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파악되었지만 업무 유경험자인 국내외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응급환자 대처 업무(n = 11)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응급환자 대처를 위한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원들은 설사나 두통과 같은 
기본적인 용어는 익숙하지만 그 외 접해보지 못한 증상에 대한 어휘나 표현들을 사용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어려워하므로(이승열 2020a), 가령, 속이 쓰리거나, 가슴이 조이는 등 구체적인 
증상을 묘사하는 것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학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응급환자 대처에 대한 
요구는 국내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파악되었지만 업무 유경험자인 국내외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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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영어교육이 필요한 업무 언급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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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위협승객 대처 업무(n = 5)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외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 객실 안전을 위협하거나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취하는 승객을 대처하는 업무에 대해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객실 
안전규정에 반하는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승객과 탑승 후 다시 하기를 희망하는 승객을 
대처하거나(최경희 2017), 흡연 승객(장우정 2010), 취객 및 난동 승객 등 규정을 위반하는 
승객을 저지할 때(Dibakanaka and Hiranburana 2012, Limprasert and Witthawassamrankul 2016, 
Uraipan 2011)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수승객 지원 업무(n = 2) 
국내 승무원 대상과 학생 대상 연구에서 이륙 전 혹은 착륙 후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한 승객을 

지원하기 위한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객실승무원 NCS 자료에 
의하면(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a), 특수승객이란 VIP 승객, 비동반 소아 승객, 호송 죄수, 
추방자 등 추가적 주의가 필요한 승객을 의미한다. 특수승객 지원 시 지상 직원과 이루어지는 
서류 또는 구두 소통을 위한 영어교육 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불만승객 대처, 응급환자 
대처, 안전위협승객 대처 업무와 비교했을 때, 특수승객 지원은 승무원이 이에 대한 사전 고지를 
받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4.1.2. 비행상황 대처 업무(n = 10)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비행상황 대처 업무에 대해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상황 대처란 긴급상황에 
대비해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회항, 비상착륙과 탈출 등을 준비하는 상황과 관련한 업무를 
의미한다. 회항상황에 대해 설명하고(장우정 2010), 난기류 시 승객을 안심시키고(Kaya 2021), 
비상구 좌석에 착석한 승객에게 안전 브리핑을 하는 것(최경희 2017)등이 이에 해당한다. 
영어교육이 필요한 비행상황 대처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다루어지지 않아(유임정 2005, 
최보람 2017, Cornwall 2013, Dibakanaka 2012, Kim 2017, Supriadi 2018) 추후 보다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4.1.3. 서비스 업무(n = 4) 
 

식음료, 면세, 오락물 서비스 등과 같은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서비스 업무는 기본 서비스 업무와 식음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업무를 
포함한다. 

 
 기본 서비스 업무(n = 1) 
국내 학생 대상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기본 서비스 업무를 위해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객실승무원 NCS의 학습모듈 내용 중(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b), 식음료 
및 오락물 제공하기나 면세품 판매하기와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학생들이 객실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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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낮지만 관심은 높은 것을 고려할 때(최경희 2019). 학생 교육에서 기본 
서비스 업무에 대한 학습이 우선적으로 비중 있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식음료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업무(n = 3)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외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 식음료의 재료, 성분, 제조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원은 식음료의 구체적인 
설명에 어려움을 호소했고(Limprasert and Witthawassamrankul 2016), 승객도 승무원의 부족한 
설명 방식에 아쉬움을 나타냈다(박신영 2006, Suwarnnoi 2016). 비행 중 식음료 서비스 시에는 
승객과 가장 많은 커뮤니케이션이 발생하기에 식음료와 관련한 승객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돕는 영어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4.1.4. 기내방송 업무(n = 5) 

 
국외 승무원 대상과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기내방송 업무를 위한 영어교육의 직⋅간접적인 

필요성이 나타났다. ‘기내방송을 학습하기 원한다’와 같이 교육의 필요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거나(Supriadi 2018), 기내방송에 대한 승객의 부정적인 피드백(Suwarnnoi 2016)이나 
기내방송을 중요한 채널로 여기는 승무원의 인식(Hilmi 2018, Kaya 2021)을 통해 교육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직접적인 교육의 필요성보다 간접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더 빈번하게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 특이한데, 이는 기존 교육 방식의 문제점, 
비대면 음성 커뮤니케이션의 특성, 기내방송에 관한 연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4.2. 언어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요구(n = 51)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의 요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언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영어교육 
요구를 살펴보면, 말하기와 듣기, 읽기와 쓰기, 발음⋅억양⋅강세, 어휘, 공손⋅격식 표현을 위한 
영어교육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언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나타난 요구별 언급 빈도는 그림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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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말하기와 듣기(n = 18)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대상, 국내 학생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기와 듣기에 대한 영어교육 요구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승무원은 장거리 비행에서 
승객들의 가벼운 대화나 유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이승열 2020a), 상위 클래스 
승무원은 승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기회가 양적, 질적으로 늘어나 기본 업무용 멘트만으로는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장우정 2010). 학생은 빠른 속도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유창하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ya 2021, Supriadi and 
Purbani 2018).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어의 네 가지 스킬 중 말하기와 듣기가 가장 중요한 
스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듣기와 비교했을 때 말하기에 대한 교육 요구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유임정 2005, 임희주, 박선미 2015, 장우정 2010, 최보람 2017, Baroto et al. 2016, 
Kaya 2021, Supriadi and Purbani 2018, Taghipour et al. 2020).  

 
4.2.2. 읽기와 쓰기(n = 4)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외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 읽기와 쓰기를 위한 영어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원을 자국 항공사 소속과 외국 항공사 소속 승무원으로 구분해보면, 소속에 따라 
읽기와 쓰기에 대한 필요성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자국 항공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와의 
소통이나 훈련 등이 대부분 자국의 모국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승객의 영어 신고서 작성, 영어 
항공 서류 이해 등 일부 업무에서 좁은 의미로 읽기와 쓰기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언급되었다(장우정 2010). 반면, 외국항공사에 근무하는 경우, 모든 업무가 영어로 수행되기 
때문에 업무 보고서 작성, 안전 및 서비스 매뉴얼 읽기, 회사의 업무 관련 공지 읽기 등 다양하게 
읽기와 쓰기능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Hilmi 2018).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읽기와 쓰기는 
승무원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항공사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그 범위와 수준이 달라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 대상 교육에서도 취업을 희망하는 항공사의 유형에 따라 영어의 네 
가지 스킬에 대한 교육 비중을 달리 고려해야 할 것이다. 

 
4.2.3. 발음⋅억양⋅강세(n = 13) 
 

발음, 억양, 강세에 대한 영어교육 요구는 크게 본인이 제대로 구사하고 싶은 경우와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발음, 억양, 강세의 구사(n = 8)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본인이 직접 발음, 억양, 강세를 정확하게 구사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나타났는데, 특히 태국에서 
이와 관련한 어려움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많았다. 구사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는데(Limprasert and Witthawassamrankul 2016, Thepraksa 2017), 모국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어의 특정 자음과 모음 발음의 어려움, 모국어가 가진 단조로운 억양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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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영어 억양 구사의 어려움, 단어의 올바른 음절 강세 구사의 어려움이 언급되었다. 
또한 승무원의 영어 능력에 대하여 승무원과 승객의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승무원은 자신이 가장 향상시켜야 하는 능력으로 문법을 언급한 반면(Suwarnnoi 2016), 승객들은 
승무원의 발음을 가장 개선해야 할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박신영 2006, Suwarnnoi 2016). 
승무원의 영어 의사소통능력에 대하여 승객 관점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음, 억양의 이해(n = 5)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외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 다국적 승객, 동료, 지상 직원의 발음과 억양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영어교육 요구가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 한국인 승무원의 경우 미국식 
영어가 아닌 영국식 영어 혹은 베트남, 필리핀 등의 동남아식 영어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이승열 2020a, 임희주, 박선미 2015). 같은 맥락에서 국외연구에서도 호주, 
싱가폴, 인도, 일본 등의 발음과 억양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보였다(Hilmi 2018, Limprasert 
and Witthawassamrankul 2016, Uraipan 2011). 국내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익숙지 않은 발음과 
억양의 이해 요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국적 맥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발음, 억양에 
대한 노출이 필요해 보인다. 

 
4.2.4. 어휘(n = 12) 
 

어휘 학습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는데, 크게 일반 어휘와 항공 관련 어휘 학습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일반 어휘(n=5) 
국외 승무원 대상과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만 일반 어휘 학습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났는데, 

기본적인 어휘 능력 부족에 대한 호소와(Limprasert and Witthawassamrankul 2016, Supriadi and 
Purbani 2018), 관용어, 슬랭, 연어 학습에 대한 요구를 보이고 있었다(Cornwall and Srilapung 
2013, Pupphavesa 2017). 국내 승무원과 국내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일반 어휘 학습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어 추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항공 관련 용어(n=7)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항공 분야와 관련된 전문 용어에 대한 학습 요구가 나타났다. 국내외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승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항공 관련 용어 활용의 어려움과 학습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박신영 2006, Limprasert 2016), 국내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업무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항공 관련 용어의 학습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장우정 2010, 
Baroto et al. 2016, Kaya 2021, Mede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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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공손⋅격식 표현(n = 4)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외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 공손⋅격식 표현 활용을 위한 영어교육 요구가 
나타났다. 사내 교육에서는 ‘OK’와 같은 비격식적 표현 대신 ‘Certainly’와 같은 표현을 가르치며 
예의와 격식을 갖춘 표현의 사용을 강조하고 있었다(이승열 2020a). 또한 현장에서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승무원의 어려움이 보고되어(임희주, 박선미 2015) 공손⋅격식 표현에 
대한 학습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승객의 불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손과 격식을 
갖춘 표현의 사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Kaya 2021, Limprasert and Witthawassamrankul 
2016). 국내와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공손⋅격식 표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학생 교육의 
목적이 미래 항공 객실승무원 양성인 만큼 이와 관련한 교육과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 교수학습 측면의 요구(n = 57)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교수학습 측면에서의 요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크게 흥미⋅동기 유발, 학습 활동, 교육 자료, 
수업 언어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교수학습 측면에서 나타난 요구별 언급 빈도는 그림 5와 같다. 

 

 
4.3.1. 흥미⋅동기유발(n = 3)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내 학생 대상 연구에서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타났다(이송이, 원경식 2016, 최보람 2017). 학습자의 흥미⋅동기 유발이 
언급된 국내 학생 대상 연구에 따르면(조동인 2016), 교수자 중심의 일방적인 강의를 들은 
통제집단과 비교해 학습자 중심의 의사소통 교육을 받은 실험집단에서 유의미한 흥미 유발과 
영어 실력 향상의 결과를 보인다고 한다. 향후 학습자의 흥미와 동기 유발을 위해 어떤 노력이 
가능한지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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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학습 활동(n = 31)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학습 과정에서의 소통 방식과 활동에 관한 요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크게 의사소통 연습, 활동 
유형, 활동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4.3.2.1. 의사소통 연습(n = 9)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의사소통 연습 방식을 원하고 있었다. 학습자는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거나 단순 암기하고 
빈칸을 채우는 방식보다는(유임정 2005, 이승열 2020a, Mede et al. 2018), 실질적인 발화 기회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고자 하였다(박신영 2006, 임희주, 박선미 2015). 학습자의 발화 
기회를 통해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의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조동인 2016, 
Kusumoriny and Sitepu 2021). 

 
4.3.2.2. 활동 유형(n = 13) 
 
학습 활동 유형에 대한 요구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역할극, 토의⋅토론⋅발표, 현장학습⋅간담회 

활동이 언급되었다. 국내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역할극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Mock-up 룸에서 실물을 활용해 승객과의 대화를 연습하는 것을 선호했다. 한편, 
역할극 활동은 항공 객실승무원 ESP 수업에서 대중적으로 활용되는 활동인 만큼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장우정 2010).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토의⋅토론⋅발표 활동에 대한 요구가 언급되었다. 
외국 항공사들이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할 때 토의, 발표 등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면접전형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이은백 2015), 국내 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역할극 이외의 토의, 
토론, 발표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현장 학습과 승무원 간담회와 같이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학습 활동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수업을 통해 영어를 학습하는 것과 동시에 직무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싶어하는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4.3.2.3. 활동 방식(n = 9) 
 
수업 시 소그룹으로 혹은 개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요구가 소그룹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개별 활동을 선호한다는 소수의 연구도 있었다.  
 
 소그룹 활동(n = 7) 
국내 승무원 대상, 국외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소그룹 활동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소그룹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발화에 대한 학습자의 부담감을 



Youjin Park et al.  A study on English for Cabin Crew Purposes (ECCP): 
A meta-analysis 

© 2022 KASELL All rights reserved  475 

감소시키고, 개별 발화 기회를 증가시키며, 상호작용의 용이성으로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박신영 2006, 조동인 2016, Kusomoriny and Sitepu 2021). 

 
 개별 활동(n = 2) 
국내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 개별 활동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는데(이송이, 원경식 2016, 최보람 

2017), 개별 활동을 선호하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았다. 학습자 특성, 학습 환경, 
교실 분위기 등 국내 승무원 대상 교육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호하는 활동 방식이 크게 소그룹과 개별 활동으로 나뉜 만큼, 소그룹과 개별 
활동이 적합한 학습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도 필요할 것이다. 

 
4.3.3. 교육 자료(n = 20) 

 
수업에 활용되는 교재 혹은 보충 자료를 포함한 교육 자료에 관한 영어교육 요구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교육 자료의 유형, 학습 주제, 어휘⋅문장에 대한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육 자료 유형(n = 11) 
국내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교육 자료 유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고, 크게 이미지(n=3), 음성(n=3), 동영상⋅멀티미디어(n=5) 자료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미지는 삽화, 사진과 같은 자료로 세관신고서, 입국신고서 등을 포함하며(장우정 2010, Hilmi 
2018), 음성 자료는 원어민 듣기 파일과 그 외 오디오 자료를 포함하였다(이송이, 원경식 2016, 
임희주, 박선미 2016). 동영상의 경우, 영화, 드라마 같은 비디오가 언급되었고(최보람 2017, 
Hilmi 2018), 멀티미디어 자료의 경우, 구체적인 예시는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박신영 2006, Han 
2019) 컴퓨터 기반의 그림, 소리, 동영상, 모듈 프로그램 클립 자료 등을 포함하는(구덕회 2001) 
다양하고 복잡한 자료 유형으로 볼 수 있다.  

 
 항공 실무 영어 교재 내용(n = 4)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내 학생 대상 연구에서 항공 실무 영어 교재가 다양한 업무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특히 승무원 상당수는 교재가 다루는 학습 주제가 다양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으며(이송이, 원경식 2016, 최경희 2018, 최보람 2017), 앞서 언급된 승객 
불만, 응급환자 대처와 같은 업무 측면의 교육 요구가 실제 교재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장우정 2010). 

 
 어휘⋅문장(n = 5)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내 학생 대상 연구에서 언급된 것으로, 교재에서 제시된 어휘와 문장이 

단순하여 학습 효과가 떨어진다는 언급이 있었다. 교재 속에 제시된 대화문들이 승객의 질문에 
기계적으로 응답하는 단순한 문장으로만 구성되었음을 문제로 지적했으며(임희주, 박선미 2015, 
장우정 2010), 이와 같은 방식보다는 제시된 문장을 다양한 상황에 응용하여 쓸 수 있는 방식을 
원했다(유임정 2005). 또한, 단순히 어휘나 표현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를 활용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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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함께 연계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임희주, 박선미 2016). 
 

4.3.4. 수업 언어(n = 3)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선호하는 수업 언어에 대한 요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학습자는 상황에 따라 영어와 모국어를 섞어서 가르치는 방식을 
선호했으며(Hilmi 2018, Taghipour et al. 2020). 국내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승객이 영어만을 
사용하는 교수 방식을 제안하고 있었다(박신영 2006). 학습자의 영어 수준이나 학습 목표에 따라 
수업 언어를 다양하게 고려해 볼 수 있기에, 추후 국내 승무원과 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학습자 
요구나 수업 목표에 따라 영어 사용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4.4. 교육 운영 측면의 요구(n = 15) 

 
국내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교육운영 측면의 요구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크게 강사 유형, 교육 시수, 교과 내용에 관한 요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교육 운영 
측면에서 나타난 요구별 언급 빈도는 그림 6과 같다. 

 
4.4.1. 강사 유형(n = 7) 
 

국내 승무원 대상, 국내 학생 대상, 국외 학생 대상 연구에서 항공 분야에 대한 지식과 영어에 
대한 전문성을 함께 갖춘 강사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유임정 2005, 이송이, 원경식 2016, 장우정 
2010, 최보람 2017, Han 2019, Hilmi 2018). 항공 객실승무원 영어가 가진 ESP의 특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4.4.2. 교육 시수(n = 5) 

 
국내 승무원 대상과 국내 학생 대상 연구에서 항공사나 학교로부터 제공받는 영어교육의 

시수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승무원 교육의 경우, 실제 항공사가 제공하는 영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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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비중은 전체 직무 교육 중 9.85%로 나타나(최보람 2017) 제공되는 OJT로서의 
영어교육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현 교육 시수로는 영어교육이 부족하다고 
언급하고 있어(장우정 2010) 향후 적정한 교육 시수에 대한 연구와 교육적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4.4.3. 교과 내용(n = 3) 

 
국내 학생 대상 연구에서 학습자는 회화 능력과 항공사 취업에 도움을 주는 영어 교과목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다. 선호했던 교과목은 영어회화, 시험영어(토익 등), 항공사 인터뷰영어, 
항공실무영어 순으로 나타나(임희주, 박선미 2015, Han 2019), 학생들은 항공 실무 영어에 대한 
요구보다는 기본적인 말하기 능력 향상과 취업을 위한 영어교과에 더 많은 요구를 보이고 
있었다(장우정 2010). 그러나 항공 실무에 필요한 영어를 제대로 학습해 미래 업무를 준비하고 
싶은 학생들의 의견도 있었던 만큼, 여러 교과목을 균형 있게 계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Han 2019).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출간된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를 모두 수집 후 

메타분석하여 대상과 맥락에 따른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의 요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업무, 언어 커뮤니케이션, 교수 학습, 교육 운영 측면으로 교육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영어교육이 필요한 업무는 대상과 연구가 이루어진 맥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불만승객 대처, 응급환자 대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높은 학습 
요구를 보인 반면, 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일반적 서비스 업무에 대한 요구도 함께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이 함께 충분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특수승객 관련 
요구가 나타난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기내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언어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대상과 맥락에 따라 상이한 요구와 공통적 요구가 
나타났다. 승무원 대상 연구에서는 공손 및 격식 표현의 활용과 다국적 승객의 발음, 억양을 
이해하고자 하는 요구가 나타났다. 외국 항공사 승무원들은 읽기와 쓰기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내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국외 연구에서는 관용어, 속어, 연어 활용과 같은 
일반 어휘 학습에 대한 요구도 볼 수 있었다. 승무원 대상과 학생 대상, 국내와 국외 연구 
공통적으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정확한 발음, 억양, 강세 
구사와 항공 관련 어휘를 습득하고자 하는 요구를 볼 수 있었다. 

셋째, 교수학습 측면에서도 맥락에 따라 상이한 요구와 공통적 요구가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흥미와 동기를 유발하는 교수 방식과 교육 자료(교재의 내용과, 어휘와 문장)에 대한 
제안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토론, 발표, 
현장학습 등 다양한 활동, 수업 언어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가 나타났다. 국내와 국외 연구 모두 
활동 유형에서 역할극을, 활동 방식에서 소그룹을 선호했고, 학습자들은 발화 기회를 통한 
의사소통의 연습을 요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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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교육 운영 측면의 요구는 논문 한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 연구에서만 나타났다. 
승무원과 학생들은 항공 분야와 영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를 선호했고, 제공되는 교육 
횟수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선호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종합해보았을 때, 균형 잡힌 교과목을 설계 및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1.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 내용과 연구 제안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과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대상에 따라 학습하는 업무 유형이 달라져야 한다. 승무원 교육에는 높은 수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하는 구체적인 업무 상황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 반면, 학생 교육에서는 
기본 서비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은 승무원에 비해 업무에 대한 
경험과 이해의 폭이 부족하고 객실 기본 업무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국적 승객의 발음과 억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 
승무원들이 영국, 인도, 싱가폴 등의 다국적 발음과 억양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현재 승무원 대상 영어교육이 미국식 영어에 치우쳐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학생 교육 연구에서는 다국적 발음과 억양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생은 미래 직업역량을 갖춰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학생 교육에서는 취업을 희망하는 항공사 유형에 따라 읽기와 쓰기에 대한 심화 학습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항공서비스과의 영어 교과목은 크게 항공실무영어, 취업영어, 일반영어로 
구분되며, 항공 실무와 취업 영어의 비율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임희주, 박선미 2015). 항공 
실무 영어는 구두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연습하며 취업 영어는 토익과 같은 시험 영어를 학습하기에, 
학생들이 읽기와 쓰기를 깊이 있게 배우는 기회는 매우 적다. 외국 항공사는 회사의 업무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중급 이상의 읽기와 쓰기능력이 요구된다. 카타르 등 외국 항공사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영자 신문기사, 항공사 영어 매뉴얼 등을 강독하고, 업무 보고서나 이메일 등의 쓰기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연구들이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영어 기내방송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 국내 교육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외에서는 영어 기내방송에 대한 연구와 교육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지만(Hilmi 2018, 
Kaya 2021, Suwarnnoi 2016),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해볼 
수 있다. 하나의 이유는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방식 때문일 것이다. 국내 항공사는 사내 
평가 기준에 따라 승무원에게 방송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임수이 2021) 승무원의 기내방송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방송은 교실 환경과 다르다. 기내방송 
훈련 시 승무원은 조용한 실내에서 자신의 목소리에만 집중하며 방송 능력을 훈련받고 
평가받지만, 현장에서는 엔진 소리에 목소리가 묻히거나 항공 기종 마다 스피커의 성능이나 
울림이 달라 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한 연습과 평가가 필요하다. 또 다른 
이유는 기내방송은 승객과 비대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에 승객의 피드백을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승무원과 연구자들은 기내방송에 대한 교육과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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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본다. 승객에게 기내방송은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만큼,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방송을 평가받고 개선점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현장과 밀접하게 연결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역할극을 제외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수업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 연구에서 대부분의 응답이 역할극에 치우쳐 있지만, 국외 학생 교육 연구에서는 토론, 토의, 
현장학습 등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객관식 설문을 통해 학습자들의 
요구를 파악했던 반면, 국외 연구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열린 의견을 듣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한다.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아도 국내는 역할극 활동 연구에 치우쳐 있는 
반면(박현아 2020a, 박현아 2020b, 장형지 2020) 국외에서는 스몰토크, 디스커션과 같은 활동들을 
수업에 적용한 연구들도 있어(Asgari and Azad 2019, Pawataungsunit 2014) 다양성이 돋보였다. 
추후 활동 유형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필요해 보이며, 특히 국내 연구자들은 활동 유형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를 열린 관점에서 파악해 이를 수업과 연구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어, 반의어, 연어를 함께 배움으로써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교육과 연구가 
필요하다. 많은 승무원들은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면서 영어회화 능력의 부족함을 겪는다(장우정 
2010, 최보람 2017). 어휘와 표현만을 간단히 제시하는 기존 교육 방식은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연어, 관용어 등 폭넓은 어휘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요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반면(Cornwall and Srilapung 2013, Pupphavesa 2017), 국내에서는 
그렇지 못해 어휘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연어 학습은 읽기, 말하기, 쓰기, 어휘력 
향상 등에 전반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김경자, 김낙복 2012, 
김윤정 2005, 이유정, 장동빈 2010), 어휘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 요구를 알 수 있는 국내외 

연구를 대상으로 했지만, 검색을 통해 수집이 가능한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검색되지 않았지만 존재하는 논문이 있을 수 있으며, 논문이 추가된다면 
결과가 다르게 나왔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 

항공 분야는 한국이 글로벌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육성해야 할 주요 산업 중 하나다. 
글로벌 대한민국이 미래 여행의 목적지 혹은 항공비즈니스 허브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항공 
객실승무원의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항공 객실승무원 ESP 
연구자가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에서 나타난 교육 현황과 개선점을 통해 추후 항공 객실승무원 ESP 교육 연구가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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