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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수월성 획득을 위한 플로우(Flow)
촉진 프로그램과 그 효과의 분석
이

창 호

한국청소년상담원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수월성을 촉진하기 위한 모델로서 최근 심리학 분야의 새로운 조류인 긍정심리학
(positive psychology)에서 다루고 있는 플로우(flow)발달모델을 활용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
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시대상은 중학교에 1-2학년에 재학 중
인 학생 총 37명으로 6개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플로우척
도(이창호 외, 2002), 자기효능감척도(홍혜영, 1995), 그리고 자아존중감척도(이창호외, 2002) 등을 사전-사후
검사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플로경험 영역을 알아보기 위하여 플로우 설문지(최인수,
1995)를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플로우 경험 영역으로는 27.6%가 ‘게임’(27.6%), ‘스포츠’(14.7%)와
‘음악’(14.6%), ‘친목’(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좋아하면서 값어치 있는 일과 흥미와 성취감을
느끼는 영역에서 플로우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서 처치집단과 무처치집단
간에 플로우 경험 정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로 구분해본 결
과, 남학생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프로그램의 길이와 실시 기간 5회기로서 주관적
경험의 질을 변화시키기는데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짧았다고 볼 수 있다. 남학생들의 경우 단기 프로
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처치집단과 무처치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플로우 경험과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경우 전체 집단참가자 분만 아니라 남녀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으나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이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시사점
으로는 1) 참가자들로 하여금 주관적 경험에서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로
프로그램의 길이와 내용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2) 플로우 경험에 있어서 어떤 특성이나 요인들이 남여간
차이를 유발하는지에 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추수기간 설정을 설정함으로써 프로그
램의 장기적 효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주요어 : 플로우, 긍정 심리학, 자기존중감, 자기효능감

*플로우(flow)는 국내에서 주로 ‘몰입’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플로우는 개인의 능력과 수행과제의 난이도간에 균형을 이룬 상
태를 말하며 몰입이란 단어는 concentration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에 원어를 사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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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심리학 특히 상담이나 심리치료분야에서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신분인 청소년들

도 인간에 대해 병리적 혹은 그에 기초한 치료적 관
점을 취하면서 문제 중심적인 접근을 취하는 관점

은 자신들의 적성이나 흥미보다는 학교나 교육제도
에 의해 이미 정해진 교육목표와 내용 그리고 규칙

과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한 존
재로 보는 관점이 양립되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 다

에 따라 일방적으로 요구되어지는 학습과제와 활동
을 수행하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과제나 활

루고자 하는 수월성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
적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동은 대개의 경우 학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한 명의
교사에 의해 집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

이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라는
주관적 경험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후자에 속하는

로 청소년 개개인의 능력이나 기술 수준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없다. 그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주어

개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수월성에 관한 연구들
은 인간이 가진 잠재적 능력의 극대화의 기준을 탁

지는 과제가 개인의 능력이나 기술 수준에 적합하
지 않을 경우 수월성 획득에 실패하게 된다. 학업과

월성(심지어는 영재성으로 까지 연결하는 경우도
있다)에서 찾고 있다. 관련 연구(박경애 외, 1999)들

관련된 과제에서의 실패는 곧 전반적인 학교생활의
부적응을 낳게 되고 결국은 학교부적응을 포함한

에서는 개인들의 수월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내
적 특성들을 밝히고 더 나아가 수월성을 보이지 못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일탈이
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인상도 갖게
한다. 동일한 일의 영역에서 탁월성을 가진 개인과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통한 수월성
획득이라는 우리의 교육목표와 배치되며 잠재적 능

그렇지 못한 개인은 그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능
력이나 기술이 다르고 각자가 추구하는 목표나 과

력에 있어서 개인차를 전제로 하는 수월성의 본질
과 모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수

제의 수준과 내용이 다르다. 그리고 수월성에 영향
을 미치는 외적․내적 요인은 개인마다 독특하며

월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수월성 본래의 성
질에 비추어 본다면 그 기준은 객관화되거나 타인

그러한 요인들에 기초한 경험의 내용도 개인마다
다르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에 따라 개인들

과의 비교를 통해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로지 개
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에 기초한 주관적 경

이 그 일을 수행한 결과도 차이를 보일 것이다. 그
렇다면 능력이나 기술에 있어서 탁월성을 갖지 못

험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개인의 삶의 질이
나 만족감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토대를 두고 있

한 개인이나 수월성을 보인 개인과는 다른 외적․
내적 요인에 처한 개인은 일생동안 수월성에 도달

다.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경험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삶의 질은 삶 속에서 갖

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삶에 대한 만족이나 행복보
다는 부적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극단적

는 개인의 안전감,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내적 만족감이나 성취감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결론도 가능하다. 이는 수월성의 기준을 개인 내부
가 아닌 외부에 두고 있으며 수월성 자체를 인간이

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새롭게 등장한 심리학
의 조류로서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을 살

살아가는 과정으로서 보지 않고 최종적인 산물로서
의 종착적 개념으로 간주해왔다는 점에서 원인을

펴볼 필요가 있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잠재
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자아실현 내

찾을 수 있다(이창호 외, 2002).
오늘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지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주된 관심을 보
이고 있다. 특히 긍정심리학의 주요한 개념들 가운

기존의 수월성 개념에 기초하여 규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데 한가지인 플로우는 수월성에 관한 올바른 접근
을 시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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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연구(2002)에서는 수월성 개념을 개인의 내․

Getzels, 1998). 이런 수월성의 개념은 개인의 진로

외적 요인에 의한 재능 발달 과정으로 보면서 플로
우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했다. 또한 이 연구

나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인이기에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에서는 플로우 경험을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검토
하고 플로우와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간에 높

수월성의 개념에 대해서 Gardner(1983)는 집단
내에서의 우수성과 개인 내에서의 우수성이라는 두

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김창
대(2002)는 개인이 창조성과 수월성을 함께 동반하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다. 또래 집단 혹은 평균

는 활동을 할 때 플로우를 경험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이창호 외(2002)의 연구에서 밝혀

개인내부의 여러 능력들과 비교하여 우수성을 드러

진 결과들을 토대로 1)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플로
우 및 비플로우 영역을 살펴보고 2) 청소년들로 하
여금 플로우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며 2) 그를
바탕으로 플로우 경험과 비플로우 경험과의 차이를
변별하게 하여 3) 비플로우 영역에서의 과제와 기
술간의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만족스러운 경험을 유

다. 즉, 수월성이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남녀간에 플로우 경험에 있어서
의 차이를 밝힌 연구가 거의 전무한데 비추어 플로
우 촉진 프로그램의 효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에서 밝힌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규명하고

집단보다 탁월함을 보이는 재능이 있는지, 그리고
내는 특정 재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우월한 능력뿐 아니라 개인 내에서의 다른 분야와
비교되는 특정 영역에서의 우수한 자질을 일컫는
것이다.
기존의 수월성에 대한 입장은 주로 객관적 기준
에 의한 평가가 강조되면서 개인 내면의 다양한 영
역에서의 우수성에 대한 논의는 간과되어 왔었다.
이에 Cskiszentmihalyi(1999)는 한 개인에게 있어
창의성이 높은가 우수성이 있는가 하는 평가는 외
부 혹은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의 질에 달려있다고 하
였다. 따라서 수월성에 대한 기준은 객관화되고, 타

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플로우 경험 영역과 비플로우

인과의 비교를 통해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오로지

경험 영역 및 각각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플로우 촉진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자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한다(이창호 외, 2002).

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어떤 변화가 있는
가?
셋째, 플로우 촉진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플로우
경험 정도에 변화가 있는가?
넷째, 이상과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
이는 있는가?

이론적 배경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에 기초한 주관적
Silverman(1993)도 그 동안 사회적 성공의 잣대
로 가늠될 수 있는 많은 영역에서의 수월성에 대한
논의가 간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사회적으
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공간
에서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능력도 수월
성 논의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즉, 수월성
이란 개인에게 특정 지워진 공간 혹은 구조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성공, 성취 혹은 정
신적 성장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Gross(1993)는 수월성의 개념을 논의할 때

수월성의 성격
수월성이란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

반드시 높은 수준의 수행결과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오히려 동기와 정서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Cskiszentmihalyi &

의 측면에서 더 많은 강조를 두어 수월성을 성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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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욕구, 성공욕구, 최적의(optimal) 수준에

이에서 경험되며, 셋째,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분

서 학습하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하고 있다.
수월성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논의는 적성영역에

명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전달될 때 플로우 상태
가 촉진된다.

서 보통보다 월등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는
영재성의 개념과는 달리, 개인의 활동분야에서 보

한편 플로우 상태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현상
으로는 넷째,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 때

통보다 월등한 수행을 나타내는 재능의 발달과정으
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Csikzen-

집중의 대상은 한정된 당면과제로 제한되어 있으며
과제와 무관한 다른 생각, 근심, 걱정은 순간적으로

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박경애 외,
1999).

의식에서 차단된다. 이 상태에서는 보다 많은 심리
적 에너지가 성공적으로 목표에 투입되므로 플로우

수월성을 재능발달 과정이라고 할 때, 재능의 개
념은 성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 내․외적 요인

경험은 보다 강하고 자신감 있는 자기를 발달시킨
다. 다섯째, 플로우 상태에서는 자신과 과제에 대한

에 의해 발달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월성은 잠재력의 개발 및 최

통제감을 경험한다. 플로우는 도전과 능력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므로 과제를 수행하느냐

상의 발달을 목표로 하는 재능발달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의 여부는 외적인 힘이나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능력이 결국 과
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인이 되므로 개인은 통
제감을 경험하게 된다. 여섯째, 플로우 상태에서는

플로우의 의미와 특성
플로우란 현재 주어진 삶의 장면에서 개인이 느
끼는 최적의 주관적 경험이다(Csikszentmihalyi,

행위와 의식이 하나가 되므로 행위자와 행동사이에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자신이 흥미 있는 행동을 별

2000). Csikszentmihalyi(1975, 1990)에 의해 제시된
플로우의 개념은 본래 예술가나 과학자와 같이 창

다른 의식적인 노력 없이 행하게 된다. 일곱째, 플로
우 상태를 경험함으로써 자의식 즉, 자신의 경험에

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높은 수준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을 어떤 다른 것을 얻기

충분히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내가 잘 하고 있는 것
인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등과 같은 생

위한 수단으로 삼지 않고, 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
일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데에서 유래되었다.

각은 사라져 과제수행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뿐
아니라 자아경계가 한결 넓어진다. 여덟째, 플로우

플로우는 개인의 기술, 능력이 도전 및 과제의 수준
과 균형을 이루는 최적의 경험상태 즉, 개인이 직면

상태에서는 시간이 빨리 흐른 것처럼 느껴지며, 아
홉째, 내재적 동기가 유발된다. 즉, 어떤 외적인 보

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
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느끼는 주관적인

상이나 결과를 바라지 않고 행위 그 자체가 재미있
고 그 자체의 활동을 유지, 증진하는 것이 목적인 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다.
Csikzentmihalyi(2000)는 플로우의 특징을 다음

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활동을 자기목적적 활동이
라고 한다. 따라서 플로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특징들은 플로우가 촉
진되는 조건과 플로우 상태에서 경험하는 현상으로

돈이나 명예, 권력 등을 위해서 그 활동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다(유영달, 2000).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플로우 상태가 촉진되는 조건으로는 첫째,
과제의 난이도가 개인의 기술과 능력수준에 적절하
고, 둘째,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나 놀

플로우와 수월성과의 관계
플로우 이론은 앞서 제시했듯이 원래 자신의 일
을 가장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 영역에서 능력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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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수월성 획득을 위한 플로우(Flow) 촉진 프로그램과 그 효과의 분석

의성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에서 출

szentmihalyi, Rathunde, & Wahlen, 1993). 또한 사

발하고 있으며 문제해결보다는 수월성 촉진에 초점
을 맞추는 긍정심리학의 관점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 분야에서 수
월성을 획득한 사람들을 면접조사한 연구결과에 의

한 영역에서 탁월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공통
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 중 하나는 한 가지 과제

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을 통하여 즐거움과 유능감
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즉, 일을 통하여 즐거움

에 푹 빠져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플로우 상태이다
(Csikszentmihalyi, 2000). 그러나 플로우에 관한

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즐거움은 다시 일에 대한 증
가된 열정과 플로우로 귀결되어 ‘일을 즐김’ → ‘유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플로우 상태는 특정분야에
서 탁월성을 발휘하는 사람들 뿐 만 아니라 일상

능감’ → ‘일을 더 즐김’ → ‘유능감 증진...’의 상승효
과가 나타나면서 수월성은 더 증진된다(박경애, 이

적 활동을 수행하는 상황에서도 경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Nakamura & Csikszentmihalyi,

명우, 권해수, 김동일, 1997; 유현실, 1998; Bloom,
1985). Lubinski와 Benbow는 높은 수준의 학습에

2002).
플로우 경험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를 선택하는

도전하고 도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더욱
높은 수준의 활동에서 플로우를 경험하고 이런 경

경향을 보인다. 플로우는 능력과 도전의 함수 관계
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즐거운 것이므로

험은 한 개인을 점차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성
을 갖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그리고 그

자주 되풀이되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 수행한 과제
에 대한 능력은 향상되고 성공에 대한 목표 수준도

개인은 플로우 경험을 통해 심리적 에너지를 하나
의 삶의 주제로 통합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을 수월

향상되어 점점 더 어려운 도전을 찾는 경향성이 나
타나면서 개인의 능력은 더욱 더 향상된다(이창호

성의 길로 이끈다(김창대, 2002, 재인용). 개인이 자
신의 재능을 잘 발휘하여 수월성을 성취하는 과정

외, 2002). 즉 플로우 경험은 확장성을 지니면서 발
달하게 된다.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Whalen(1997)은 수학, 과학,
예능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이는 청소년

플로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은
보통 ‘즐거움’으로 표현된다(김창대, 2002). 플로우

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
인지 추적하였는데 성공의 열쇠는 바로 플로우 경

를 통해 얻는 ‘즐거움’은 성취를 통한 자기존중감이

험임을 밝혀냈다.

나 창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정범모, 1997;
Csikszentmihalyi, 1997 & Wells, 1988). Wells(1988)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플로우와의 관련성

에 따르면 플로우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 높은

자아존중감이란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한 믿음이며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고 있으며 보다 많은 행복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
을 말한다(이창호 외, 2002). 자아존중감은 자기애

을 느낀다고 한다. 한 개인이 경험한 플로우상태는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을 성취하기 위해 새
로운 수준의 과제를 찾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그 과
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기술이 더욱 우수
하게 되고 자아존중감과 성취감은 다시 높이 상승
한다.
성공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달시키는 청소년들
을 보면 ‘일의 즐거움’은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매우 두드러진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Csik-

적 성향을 배제하게 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낮
은 사람은 자기애적 성향으로 인해 자신을 보호하
고 방어하는 데 자신이 심리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하는 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개인은 자신 및 자신
의 외부 환경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
으며, 행동의 진보를 위한 기회를 발견하는 데 자신
의 심리적 에너지를 활용한다(이창호 외, 2002).
플로우 경험으로부터 얻는 ‘즐거움’은 성취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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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한 자아존중감과 창조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플로우 경험 촉진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

(김창대 재인용, 2002). Wells(1988)의 연구에서도
플로우를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자

플로우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입은 다양한 장면에
서 행해질 수 있는데 두 가지 개입이 가장 두드러진

아존중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이창호(2002) 등의
청소년수월성 촉진프로그램기초연구에서도 플로우

다. 즉, 플로우를 촉진시키거나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환경이나 활동을 조성하는 것과 개인으로 하

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정적 상관이 있음이 보고
되었다.

여금 플로우 상태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려는 시도들
이다.

김창대(2002)는 플로우 경험의 발달과정을 통해
플로우 경험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촉진을 설명하였

특히 교육장면은 플로우 연구 결과를 가장 잘 적
용시킬 수 있는 곳인데 플로우 현상을 실제 학교 교
육장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는 FAR(Flow
Activies Room)에서 볼 수 있다. FAR은 플로우를
연구하는 주요 학자 중의 한 사람인 Whalen이 운

다. 일상적 경험으로서의 플로우는 즐거움을 제공
하고 정신 에너지에 질서를 부여하여 심리적 부적
엔트로피(negentropy) 상태로 만든다. 이 상태는 활
동을 하면서 단순히 만족감이나 편안함을 느끼는
것과 달리 성취감과 깊은 관련이 있어서 자아존중
감을 성취시킨다.
개인이 자신의 기술이나 능력에 대해 지각한 내
용은 플로우 경험에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감정이
나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된다. 즉 지
각된 기술에 의해 플로우를 경험하느냐 하지 않느
냐에 따라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부정적인 감
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신이 지각한 숙달감(feeling skilled)은 플로우 경험
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어떤 결과를 얻
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 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직하
고 수행해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가
리키는 말로서, 특히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는 자신
감을 말한다. 특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상
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여길 때면 그
상황을 회피하지만 자신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
는 능력이 있다고 여길 때는 자신감을 갖고 대처 행
동을 한다. 따라서 자신이 지각한 기술과 도전이 균
형이 이루게 되면 사람들은 과제에 대해 집중을 하
게 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증

영하는 Indianpolis에 위치한 실험학교 Key school
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서 학생들이 수업장면
에서 보다 충분히 몰입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플로우를 경험하는 경향
성과 능력을 발전시키고, 흥미를 형성하게끔 교육을
시키고 있다(Csikzentmihalyi & Nakamura, 2002).
개인이 플로우를 경험하도록 하는데 가장 직접적
인 방법은 심리치료 장면에 있다(Delle & Massimini, 1992). 플로우 이론은 개인의 일상경험과 살
아가는 방식을 확인하는 도구를 제공하는데 심리치
료 장면에서 내담자의 성공경험을 모니터하는 수단
을 제공한다. 내담자의 시간사용과 경험의 질을 논
의하면서 내담자의 삶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내담자의 문제를 치료하고, 삶의 질
을 향상시킬 수 있다.
플로우 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모형에서 일상에
서의 플로우 경험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니고 있다(김창대, 2002). 어떤 활동에서 플로
우를 많이 경험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내담자가 어
떤 활동에서 생의 즐거움을 경험하는지, 내담자의
장점과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정보이
고 이를 통해 내담자의 삶의 의미와 진로발달을 추

가할 것이다. 이러한 자기효능의 증가는 플로우의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학교생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시사된다.

활장면에서의 프로그램이 없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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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본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플로우가 청

동기를 유발할 때 플로우 경험이 촉진되므로 이를

소년의 수월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에서 플로우를 촉진시키는 프로그램, 특히 학교생활

프로그램 과정 속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한다. 본 연
구에서는 Amy C. Fineburg 등에서 지루한 상황이

장면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학교장면에서

나 낮은 도전감을 불러일으키는 비플로우 상황에서

플로우를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극복함으로써 학생들의 플로우 경험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플로우 활동을 통해 지루하고 지겨운 상황을
했던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연구 방법

의 구성 및 내용의 타당성, 유용성 등을 높이기 위
해 플로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전체 프로그

프로그램의 구성

램 목적 및 내용 및 계열성에 있어서 타당하다는 검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우리 나라 청소년 플로우
척도의 타당화를 통하여 밝혀진 플로우 하위 변인

토의견을 받았다, 또한 경인 지역 중학생 남자 2명,

들 즉 ‘목표지향성’, ‘자의식의 상실’, ‘산만한 사고의
차단’등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플로우 경험을 충

로그램의 구성 및 내용이 실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분히 인지하고 이를 숙달하게 함으로써 비플로우
상황에서도 플로우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대해 피드백을 받았다. 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프

플로우 촉진 활동은 개인의 기술과 과제의 난이도
가 균형을 이루고 뚜렷한 목표가 제시되며 내적인

본 프로그램은 모두 5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자 6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여, 프
적합한지, 연구 목표가 잘 반영되어 있는 지 등에
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2회기에는 플로우의 개념 및 특징을 이해하고,

표 1. 플로우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회

목

적

내

용

1회

친밀한 관계 형성 및
플로우 개념 소개

∙ 관계 형성 프로그램
∙ 플로우(몰입)란 무엇인가?
∙ 플로우(몰입)의 특징 찾기
∙ 학교 장면에서 (학업, 교우 관계, 취미 또는 동아리 활동, 교사와의 관계 등) 자신의
플로우 (몰입) 경험 찾기
∙ 플로우 경험 실제 해보기

2회

플로우 경험 및 관련
변인에 대한 탐색

∙ 플로우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기
∙ 자신의 플로우(몰입) 경험을 생각해보고 왜 그 경험이 몰입을 하게 하는지, 왜 재미있
는 지 등을 알아내기
∙ 플로우(목입) 경험의 전략 구체화

3회

비플로우 경험에서
플로우 경험해보기

∙ 앞선 회기에서 찾은 플로우 경험을 촉진하게 하는 요인을 비플로우 경험에 적용시킴
으로써 비플로우인 상황에서도 플로우 경험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찾고 실제해
보기

4회

비플로우 상황에서
플로우 경험의 명료화

∙ 비플로우 상황에서 플로우 경험을 하는 데 있어 어려운 점등을 이야기하고 보완시키기

5회

자기 점검 및 평가

∙ 플로우 경험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지
공고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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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플로우 경험을 구체화하고자

였다. 이 척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하였다. 특히 다른 영역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플로
우 경험이 어떤 특성 때문에 플로우 경험을 가능하
게 하는 지를 탐색함으로써 플로우 경험을 가능하
게 하는 요인들을 찾게 하였다. 이러한 요인을 통해
실제 생활에서 플로우 경험을 해봄으로써 자신의
플로우 경험에 대해 보다 확실히 숙달하게 하고자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창호 등(2002)의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3-5회기에는 비
플로우인 상황에서 플로우를 경험하게 하는 요인들
을 통해 비플로우인 상황에서 플로우 상태로 경험
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이 척도의 Cronbach α =.82였다.
청소년 플로우 척도
청소년들의 플로우 경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
여, 이창호 등의 연구(2002)에서 플로우 경험을 구
성하는 하위요인들을 검토하여 개발한 플로우 척도
를 사용하였다. 이창호 등(2002)은 플로우 관련 문
헌 및 유영달(2001)의 플로우 척도를 타당화 준거
로 하여 총 65개의 예비 문항을 구성하였으나 문항
- 총점간 상관과 전체 문항간 상관을 고려하여 부

측정도구
플로우 설문지
연구 대상자들의 플로우 및 비플로우 영역과 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1993)이 개발한 플로우 척도를 최인수
(1995)가 수정․개발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
설문지는 5개 영역에 대한 플로우 경험 정도를 측
정하기 위한 5점 척도로 이루어졌으며 각 영역은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문항은 4번, 8번,
11번 문항이다. 이 도구의 Cronbach α계수는 .94로
신뢰할만한 도구로 평가된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문항 16개와 탐색적 요인 분
석을 하여 .40이상의 요인부하량을 갖지 못한 4문항
을 제외한 총 45문항을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개발된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에 포
함된 문항들 총 45문항을 반분하여 동형검사 A 유
형과 B 유형으로 나누었다. 각 검사는 5점 척도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서울 지역 중학생 110명
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 결
과 각 검사의 신뢰도는 A 유형의 경우 Cronbach α
=.75, B 유형은 Cronbach α=.79 였으며 두 유형간의
상관은 .81 이었다.

자기 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홍혜영(1995)이 번안한 척도 중 일
반적 자기효능감 17문항을 사용한 이창호 등(2002)
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 자
기효능감 척도는 긍정적 자기효능감 6문항과 부정
적 자기효능감 11문항 등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한 점
수의 범위는 17점에서 8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척도의
Cronbach α =.79 였다.

연구 대상
플로우를 통한 수월성 촉진 프로그램의 연구 대
상은 서울․경인 지역에 소재한 6개 중학교 2학년
에 재학중인 37명으로 남자 10명, 여자 27명이었다.
총 집단은 6집단으로, 여학생 집단이 4집단이었으
며 남녀 혼성 집단이 한 집단 그리고 남성 집단이
한 집단이었다. 집단 시작시에는 각 집단 당 8명씩
총 48(남 14, 여 34)명을 계획하였으나, 학교 및 개
인 사정으로 11명(남 4, 여 7)은 중도 탈락되어, 총

자아존중감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

3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

enberg(1965)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

참여한 학생들과 같은 수로 구성하였다. 두 집단 간

증하기 위한 통제집단은 각 학교별로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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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사에서의 평균과 차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러한 결과는 이창호 등(2002)에서의 연구 결과와

Visual Basic Program을 이용하여 무작위 추출하
였다. 준거집단에 따른 사전검사영역별 평균과 표

일치하고 있다.

준편차를 표 2～표 4까지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검사 점

프로그램 실시
서울 및 경인 지역 중학교 6개 집단 37명을 9월

수의 준거집단별 평균의 차이에 있어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15일에서 10월 16일까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났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사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세

프로그램 실시는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학교별 프로

가지 측정치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세 변인들
간에 상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이

투입․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평균 주 1회씩 총 5

그램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실시자를 교육하여
회기, 1회당 70분으로 실시하였다

표 2.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검사별 평균 및 표준편차(전체)
처치집단(N=41)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플로우

통제집단(N=41)

M

SD

M

SD

t

90.51
31.90
87.75

.54
.68
.47

89.90
31.50
84.78

.51
.70
.68

-.74
-.21
-.86

표 3.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검사별 평균 및 표준편차(학교별)
학교A (N=16)
처치 통제
집단 집단
M
M
(SD) (SD)

t

학교B (N=16)
처치 통제
집단 집단
M
M
(SD) (SD)

t

학교C (N=8)
처치 통제
집단 집단
M
M
(SD) (SD)

t

학교D (N=12)
처치 통제
집단 집단
M
M
(SD) (SD)

t

학교E (N=16)
처치 통제
집단 집단
M
M
(SD) (SD)

t

학교F (N=14)
처치 통제
집단 집단
M
M
(SD) (SD)

t

자기 97.44 90.77
-.77
효능감 (.68) (.47)

87.87 91.35
.54
(.46) (.38)

74.24 80.62
97.15 83.81
94.83 97.44
1.49
-2.12
.34
(.15) (.25)
(.36) (.38)
(.51) (.58)

96.28 89.90
-.60
(.57) (.74)

자아 28.70 31.84
1.02
존중감 (.79) (.32)

33.70 33.20
-.19
(.68) (.28)

30.70 29.70
29.60 28.50
32.80 36.20
-.68
-.46
.87
(.28) (.05)
(.48) (.37)
(.85) (.67)

34.80 27.70
-1.27
(.64) (1.33)

96.10 86.10
-1.70
(.46) (.38)

83.90 85.80
.38
(.45) (.29)

81.00 78.80
85.30 77.70
89.90 91.20
-.91
-1.63
.15
(.10) (.14)
(.18) (.37)
(.52) (.68)

85.80 83.70
-.14
(.63) (1.40)

플로우

표 4.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검사별 평균 및 표준편차(남녀별)
남(N=22)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플로우

처치집단
M(SD)

통제집단
M(SD)

96.50(.52)
34.90(.71)
88.00(.51)

94.50(.69)
31.60(1.26)
89.90(1.17)

녀(N=60)
t

처치집단
M(SD)

통제집단
M(SD)

t

-.28
-.75
.17

91.00(.54)
30.80(.65)
87.40(.46)

88.40(.42)
31.50(.35)
82.80(.38)

-.72
.57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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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터넷하기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과 프로

표 5. 각 척도별 상관분석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플로우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1.00

.58
**
1.00

**

그램 참가자간의 반응에서의 차이는 각 영역에 대
한 정확한 구분을 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

플로우
**

.76
**
.54
**
1.00

여진다.

**

p<.01

플로우 경험 정도와 특성

연구 결과
플로우 경험영역
플로우 경험 영역에 관한 설문지에서 나타난 ‘가
장 좋아하는 일’에 대한 빈도를 알아보았다. 그 결
과는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설문에 참가한 전체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27.6%
가 ‘게임’에서 플로우를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다음
으로 ‘스포츠’와 ‘음악’ 14.7%와 14.6%로 나타났고,
‘친목’ 1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월성촉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플로우 경험 영역을
조사한 결과로는 ‘취미'(십자수, 자동차조립, 화장
하기, 옷 만들기 등)라고 반응한 참가자가 2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독서가 22.5%, 스포츠와 게
임이 각각 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 참가자들이 몰입을 경험하는 구체적인 활동
을 보면 축구나 헬스 등의 운동하기, 만화그리기나
십자수 하기, 과학책이나 백과사전 읽기 등의 독서
와 비행기나 자동차 프라모델 조립하기, 쇼핑하기
표 6. 플로우경험 영역별 분포

단위 : 명(%)

영 역

전체(N=254)

프로그램참가자(N=40)

스포츠
영 화
음 악
미 술
취 미
게 임
독 서
사 교
봉 사
기 타
무응답

12( 4.7)
5( 2.0)
37(14.6)
9( 3.5)
4( 1.6)
70(27.6)
4( 1.6)
36(14.2)
1( 0.4)
67(26.4)
9( 3.5)

5(12.5)
4(10.0)
3( 7.5)
11(27.5)
5(12.5)
9(22.5)
3( 7.5)

플로우 조사문항 중 5개 영역에서의 플로우경험
정도를 보면, ‘가장 좋은 일을 할 때’가 42.9%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부모와 같이 있을 때’
(34.1%), ‘TV를 볼 때’(35.6%), ‘공부할 때’(34.1%),
‘값어치 있는 일을 할 때’(30.8%)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월성촉진 프로그램 집단 참가자들 총 37명
을 대상으로 몰입활동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자발
적이고 재미와 흥미가 있는 활동’,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활동’ 순으로
나타났다. ‘자발적이고 재미와 흥미가 있는 활동’은
25명으로 67.6%를 차지하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7명으로 18.9%이고, ‘스트레스를 풀어
주는 활동’은 4명으로 10.8%, 기타가 2.7%(1명)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몰입활동에 대한 특성은 재미
와 흥미에 덧붙여서 성취감을 느끼는 영역에서의
플로우 경험이 더 많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비플로우 경험 영역
수월성촉진 프로그램집단 참가자들 가운데 프로
그램 실시과정에서 탈락한 4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대상으로 비플로우 활동을 조사한 결과, 비플로우
활동에는 여러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려워하는 과목에 대한 공부가 33명으로 89.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체육활동을 통한 스포츠와
미술영역이 각각 5.4(2명)%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볼 때 자신의 능력에 비해 어렵고 힘든 영역에서 플
로우가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플로우촉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플로우 경험
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플로우 촉진 프로그램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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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남학생의 플로우 경험 사전․사후 평균
사 전
처치(N=10)
무처치(N=10)

M
86.1
98.8

사 후
SD
.4
.4

M
88.7
79.4

SD
10.4
4.7

조정된 평균
88.4a
a
79.6

표 8. 남학생들의 플로우경험 사전사후 차이검증
Corrected Model
Intercept
사전
주효과
error
total
Corrected Total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합

F

439.9a
1313.8
7.5
321.4
1168.9
142897.0
1608.9

2
1
1
17
20
19

219.9
1313.8
7.5
321.4
68.7

3.1
19.1
.1
*
4.6

a. R Squared = .273(Adjusted R Squared = .188)
*
p<.05

소년들의 플로우 경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비해 플로우 경험의 정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을 처치

난 반면(F=4.68, p<.05), 여학생의 경우 두 집단 간
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받은 집단과 무처치집단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남녀별로 각각

플로우 촉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효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
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처치집단이 무처치집단에

표 9에서 표 14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프로그램

표 9. 전체 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평균
사 전
처치(N=37)
무처치(N=37)

M
31.4
32.3

사 후
SD
.6
.7

M
34.5
30.5

SD
5.9
4.4

조정된 평균
34.4
30.4

표 10. 전체 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Corrected Model
Intercept
사전
주효과
error
total
Corrected Total

자승합

자유도

평균 자승합

F

289.4a
3428.2
46.8
225.1
1961.1
81522.0
2250.5

2
1
1
1
71
74
73

144.7
3428.2
46.8
225.1
27.6

5.2
124.1
1.6
8.1**

a. R Squared = .129(Adjusted R Squared = .104)
**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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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평균
사 전
처치(N=10)
무처치(N=10)

M
34.2
34.8

사 후
SD
3.4
3.4

M
33.4
28.8

SD
6.2
2.5

조정된 평균
33.4a
a
28.7

표 12. 남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자승합
a

Corrected Model
Intercept
사전
주효과
error
total
Corrected Total

115.5
593.8
9.7
108.3
402.2
19862.0
517.8

자유도

평균 자승합

F

2
1
1
1
17
20
19

57.7
593.8
9.7
108.3
23.6

2.441
25.1
.4
4.5*

a. R Squared = .223(Adjusted R Squared = .132)
*
p<.05

표 13.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평균
사 전
처치(N=27)
무처치(N=27)

M
30.4
31.4

사 후
SD
.6
.3

M
34.9
31.7

SD
5.9
4.7

조정된 평균
a

34.8
a
31.8

표 14. 여학생의 자아존중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자승합
Corrected Model
Intercept
사전
주효과
error
total
Corrected Total

a

218.3
2454.2
74.9
122.4
1441.6
61660.0
1660.0

자유도

평균 자승합

F

2
1
1
51
54
53

109.1
2454.2
74.9
122.4
28.2

3.8
86.8
2.6
*
4.3

a. R Squared = .132(Adjusted R Squared = .097)
*
p<.05

이 플로우 경험과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난 자
아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처치를 받은 집단이 무처치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8.15, p<.01).
이러한 결과를 성별로 구분해보았을 때, 전체 결과
와 마찬가지로 남녀모두 처치집단이 무처치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남: F=4.58, p<.05,

여: F=4.33, p<.05).

플로우 촉진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자기효능감
에 미치는 효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이 플로우
경험과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 고려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처치집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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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남학생의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평균
사 전
M
95.4
99.4

처치(N=10)
무처치(N=10)

사 후
SD
.5
.4

M
96.0
82.7

SD
10.3
7.2

조정된 평균
95.6a
a
83.0

표 16. 남학생의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차이 검증
자승합
Corrected Model
Intercept
사전
주효과
error
total
Corrected Total

a

980.9
4055.0
96.4
781.0
1343.6
161993.0
2324.5

자유도

평균 자승합

F

2
1
1
17
20
19

490.4
4055.0
96.4
781.0
79.0

6.2
51.3
1.2
9.8*

a. R Squared = .422(Adjusted R Squared =.354)
*
p<.05

무처치집단간에 자기효능감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
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로 다시 구분하
여 살펴본 결과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두 집단간에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남학생들의 경
우,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처치집단이 무처치집
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
9.88, p<.01).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창호 등(2002)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수월성을 탁월성으로만 간주해왔던 기
존의 관점에서 탈피하여 수월성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능력 내지는 재능을 극대화시킨 상태
로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발
전시키기 위하여 긍정심리학에서의 주요한 개념들
가운데 하나인 플로우를 사용하였다. 긍정심리학에
서는 플로우 상태를 개인이 특정한 과제를 수행함
에 있어서 과제의 수준과 개인의 능력 혹은 기술 수
준이 균형을 이룬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플
로우 상태는 개인이 그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동안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상

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월성과 플로우는
개념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창호
등(2002)의 연구에 이어 청소년들이 플로우를 경험
하는 영역과 그 특성을 밝히고 플로우를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플로우 경험을 촉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플로
우 경험과 더불어 플로우와 상관이 높은 변인으로
밝혀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에 어떤 영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플로우를 느끼는 영
역을 살펴본 결과, 게임이나 스포츠, 음악 등과 같
이 대부분 여가활동 영역에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이들 활동에서 플로
우를 느끼는 이유로 재미나 흥미를 느끼면서 아울
러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었다. 결
국 플로우란 개인의 동기와 능력이 수행 과제나 활
동과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경험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프로그램 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비플로우 영역에 대한 반응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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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프로그램 실시 결과 처치집단과 무처치집

유영달(2000). 심리치료에서의 salutogenic fctor로

단 간에 플로우 경험 정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의
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로 구

서의 ‘flow’ 경험. 한국임상심리학회 2000 하
계 학술대회. 한국임상심리학회.

분해본 결과, 여학생의 경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남학생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유현실(1998). 재능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체육
재능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우선 프로그램의 길이와 실시 기간 5회기로서 주관
적 경험의 질을 변화시키기는데 충분한 효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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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고 하겠다.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에 자신의 플로우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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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완하고 그에 따른 실시횟수와 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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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Flow program on Adolescents' flow
experienc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Chang-ho Lee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group counseling program to facilitate the excellence
for adolescents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is counseling program which utilized the
concept of the Flow Development Model in Positive Psychology. This counseling program
consisted of five sessions in total and 37 middle school students divided by six group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is counseling program, Flow Scale
for Adolescents (Chang-Ho Lee, 2002), Self-efficacy Scale (Hye-Young Hong, 1995), and Selfesteem Scale (Chang-Ho Lee, 2002) were used before the program started and after the program
finished. In addition, Flow Questionnaire (In-Soo Choi, 1995) was used to explore the flow
experiences for Korean adolesc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 adolescents experienced flow
when they played on-line game (27.6%), when they played the sports (14.7%), when they played
the music (14.6%), and when they have a good time with their friends (16.2%). In other words,
they experienced the flow when they had a fulfillment and an interest and when they did
valuable and interesting activities. For an effectiveness of this counseling program, the level of
flow experiences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control group and the group
which experienced this counseling program. However, male students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This short-term counseling program was proven to be ineffective, because the length
of this program was too short to change the values of life. Although the scores of self-esteem
scale, as a relevant variable with a flow experience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the male students' scores of self-efficacy scale showed a significant between two
groups. The limit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were presented.
Keywords: Flow experience, Positive Psychology, self-efficacy and self-est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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