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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활동 중 플로우(Flow) 경험의 차이
이미리*․박진아**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발달의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일상활동 중 경험하
는 플로우 수준이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 소재 2개 중학교에서 편의표집된 남학생 39명, 여학생 65명이다.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이들이 일상생활 중 학업, 여가(적극적여가, 컴퓨터게임, 소극적
여가, 대화), 생활유지 활동 중 경험하는 플로우 수준을 하루 6회씩 4일간 총 24회 반복 측정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이 적극적 여가, 컴퓨
터 게임, 소극적 여가, 대화, 생활유지 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보다 낮았으며 적극적 여가, 컴
퓨터 게임, 소극적 여가, 대화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자아존중감 상집단의 플로우 경험 수준이 모든 활동범주에서 하집단에 비해 높았다. 연구결과
에 대해 청소년기 일상활동 중 플로우 경험 누적이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논의하
였으며 추후연구를 위한 이론적, 방법론적 고려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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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한 평가적인 신념을 말한다(Harter, 1993: Rosenberg,
1979). 자신에 대한 평가적 신념은 사고와 행동 및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준다. 인간은 자신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 때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인다(송명자,
1995; 최경숙, 2000). 그러므로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중요하
다(이미리, 2004). 이를 지지하는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은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적응 변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자아존중감은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한
조건임과 동시에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라고 볼 수 있다(이미리,
2004, 2005, 2009a,b).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 문제 발생의 가
능성을 낮추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회복력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보호요인으로도 평가받고
있다(변귀연, 2006; 오혜영 등, 2011; 이정선․이형실, 2012; 최인재, 2010; Greenberg, 2008).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을 살펴
보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은 긍정적이고 쾌활한 정서 상태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김애경, 2001), 도덕적, 창의적 사고가 발달하며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한다(김희화․김경
연, 2000; 현희순․김양순, 1999). 또한 이들은 성취동기 수준이 높으며 자신감이 있다(홍성흔, 도
현심, 2002). 반면에,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적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생각이 지배적이며 우울하고 사회성이 부족하여 집단괴롭힘을 비롯한 대인관계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김예성, 2000; 김혜원, 2011; 이은주, 2004; 이정선․이형실, 2012). 뿐만 아니라 자
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높은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생활 부적응, 비행, 약물남용, 일탈적 성
행동 등 행동적 부적응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심희옥, 1997, 1998; 양종국․김충기,
2002; 이경님, 2002; 이종화, 2005; 조아미, 2007; 최은영․최인령, 2002).
이와 같이 청소년기 건강한 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의 중요성 때문
에 자아존중감 발달의 기제를 밝히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일
상생활맥락이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어떻게 관련이 되어있는지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의 발달은
개인이 속한 맥락과 분리하여 설명될 수 없다. 크게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이나 문화에
서부터 작게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활동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Bronfenbrenner, 1979). 자
아존중감은 개인이 속한 문화에서 긍정적으로 지지되는 성향으로 발달하며(류승아, 2010), 청소
년기에 다양한 문화활동 및 생활유지 활동 참여 경험은 자아존중감의 발달을 증진시킨다(장승
옥․한선혁, 2004; 조혜정, 1999).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일상활동 중 행복감을 비
롯한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경험한다(강기정․정은미, 2003; 김애경, 2001; 이미리, 2009a; Brown
& Mankowski, 1993; Rosenberg, 1979).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개인이 속한 맥락에서의 심리적 경험이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밀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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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는 개인이 매일 접하게 되는 일상 맥락에서의 심리적
경험을 나타내는 변인들 중의 하나인 플로우(flow)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플로우는 최적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데 외적인 보상이 없어도 활동에 대한 경험 그 자
체가 즐거워서 활동을 지속하는 상태로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의미 있게 관련되어 있다
(Csikszentmihalyi, 1997, 2000). 연구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일상활동 경험의 어떠한 점이
청소년들로 하여금 몰입하게 하고 그러한 몰입행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어떻게 관련
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이루기
위한 양육적, 교육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1. 플로우 경험과 자아존중감
플로우의 개념을 정의한 Csikszentmihalyi(1975)에 의하면 플로우란 행복감을 성취하는 과정이
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플로우 경험은 개인으로 하여금 즐거운 상태에 있게 하고 장기적으로
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개인을 성장하게 한다(송하나, 2013; 이창호․백현주․박재연, 2004;
장훈․한성열, 2010; 조은예․최인수, 2008; Csikszentmihalyi, 1997; Greenberg, 2008;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또한 플로우 경험은 의식의 심리적 상태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끄는
데 이러한 상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자아의 일관성을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일관성은
자아를 존중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고 한다(장훈․한성열, 2010; Csikszentmihalyi, 2000;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상 속에서의 플로우 경험은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활동 정도가 자기성장 수준과 긍정적인
관련성 있음을 발견한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Ishimura & Kodama, 2009). 또한 9-12세 아
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외향적이고 새로운 경험에 대해 개방적이며 심리상태 수준이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아동들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서 일상활동 중 플로우 경험을 더 많
이 하였다(Mesurado & de Minzi, 2013). 이러한 결과들은 일상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은 자기 성장
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자기 성장 수준이 발달한 사람은 일상활동 중 플로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어 다시 자기 성장 수준을 발달시키게 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 김창대(2002)는 일상적 플로우 경험들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삶에 있어서
의미의 발견은 개인으로 하여금 다시 일상에서 플로우 경험을 하고 싶게 만드는 통합과 분화의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자기목적적인 자아가 발달한다고 하였다.
플로우(flow)는 Csikszentmihalyi(1975)에 의해 제시된 개념으로 어떤 활동에 깊이 몰입되어 있을
때에 느끼는 심리적 상태이다. Csikszentmihalyi(1990)는 플로우가 촉진되는 조건 세 가지와 플로우
상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 여섯 가지를 들어 플로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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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대, 2002, 재인용). 플로우가 촉진되는 조건은 첫째, 과제의 난이도가 개인의 기술과 능력
수준에 적절하고, 둘째,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셋째, 피드백이 분명하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플로우 상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은 첫째, 행동과 자각이 통합되며, 둘째, 자신과
과제에 대해 통제감과 자신감을 느끼고, 셋째, 자의식과 과제 수행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넷째,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다섯째,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여섯째,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보상이 되는 특징을 갖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이러
한 플로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의 발달이 촉진된다(김창대, 2002, 재인용; Wells, 1988).
일상활동에서의 플로우 경험과 자아존중감 발달의 관련성을 지지하는 선행연구 사례를 살펴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플로우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시키고 실생활에서 플로우 경험을 해 보
게 하는 집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아존중감 수준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
(이창호, 2005). 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플로우 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자아존중감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효과를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5회기로 구성되었는데 1-2회기에는 학생들에게 플로우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자신의 플로우
경험을 탐색하고 플로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찾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실생활에서
플로우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3-5회기에서는 플로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플로우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실제로 실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결과에 의하
면 통제집단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유의한 증가가 없었으나 프로그램 실시 집단 학생들
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플로우 경험이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2. 일상활동과 플로우 경험
플로우 경험의 이러한 적응적 효과 때문에 어떠한 활동을 할 때 플로우 경험이 일어나는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창호, 2005; Csikszentmihalyi, 1975, 2000;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우리나라 중학생 25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이창호, 2005) 전체의 28%가 게임
중 플로우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여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15%가 음악활동, 14%가 사교
활동, 5%가 스포츠 활동을 할 때 플로우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여 대체로 여가활동 중에 플로우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이 아니라 학업을 비롯한 생산적인 일
을 할 때 플로우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Csikszentmihalyi & Le Fevre, 1989;
Haworth & Hill, 1992). 이러한 결과에 대해 Csikszentmihalyi & Le Fevre(1989)는 여가활동보다 조직
화된 규칙이나 평가가 수반되는 생산적인 활동이 Csikszentmihalyi(1990)가 제시한 플로우가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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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플로우가 촉진되는 조건
은 과제의 난이도가 개인의 기술과 능력 수준에 적합하고 뚜렷한 목표가 있으며, 피드백이 분명
하고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Csikszentmihalyi, 1990).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나 학업활동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인 일을 하는 활동 중에 경험하는 플로우 수준이 여가활동이나 생산적인 일을 할 때 비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최인수․김순옥․황선진․이수진,
2003) 먹고, 씻고, 이동하는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일을 하는 활동인 생활
유지 활동 중에 플로우 경험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여가활동 중에는 지루함을
더 많이 경험했고, 학업활동 중에는 불안감을 더 많이 경험했다. 유사한 결과가 성인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상활동 중 경험하는 플로
우 상태를 측정한 연구에 의하면 여가활동 보다 자녀를 돌보거나 식사, 씻기, 몸치장 등 생활유
지 활동 중에 플로우를 경험한다고 보고한 빈도수가 더 많았다(이규호․한경혜, 2012).
이와 같이 플로우 경험이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은 일관성이 적다. 그 이유를
연구방법면에서 찾아본다면 첫째는 연구대상의 차이이고 둘째는 플로우 경험의 측정방법에 있
어서의 차이이다. 이창호의 연구(2005)에서는 연구대상이 중학생이고, 최인수 등의 연구(2003)에
서는 고등학생, 이규호와 한경혜(2012), Csikszentmihalyi와 Le Fevre(1989), 그리고 Haworth 와 Hill
(1992) 등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이상 성인들이다. 둘째, 플로우 경험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이창
호의 연구에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회고식으로 플로우를 경험한 활동을 연구대상자에게 물
어봐서 응답하게 하였으며, 이규호와 한경혜(2012), 최인수 등의 연구(2003), Csikszentmihalyi 와 Le
Fevre(1989), 그리고 Haworth와 Hill(1992) 등의 연구에서는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을 사용하여 일상생활 중 활동이 일어나는 순간의 심리적 상태를 측정하여 플로우 경험 정도를
판단하였다.
일상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플로우 경험 수준이 다른 것처럼 모든 활동에서의 플로우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플로우 경험 활동에 대한 개인의 동의
여부가 플로우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장훈․한성열, 2010) 타인이 인정하는,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활동에서 플로우를
경험하는 경우는 이러한 플로우 경험이 개인의 행복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활동이나 다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활동에서 경험하는 플로우 수준은 행복과 부정
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연구자들은 기존의 플로우 경험의 적응적 효과를 살펴
본 연구들은 타인이 인정하는,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플로우 경
험을 하는 활동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활동이 아닐 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심리적 적
응 변인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거나 혹은 그 활동이 갖고 있는 맥락적 특성에 따라 조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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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플로우 경험이 타인과의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는 활동이 무엇인지 분
석한 결과에 의하면(한성열․장훈, 2010),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 여가활동에서의 플로우 경험이
가사활동이나 독서, 일 등의 활동에서의 플로우 경험 보다 타인과의 갈등을 더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일상활동 중 경험하는 플로우와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이규호․한경혜, 2012) 남편은 유급노동 활동 중 경험하는 플로우가 아내
는 여가활동 중 경험하는 플로우가 그들의 행복과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학
생이나 성인에게서 발견되었지만 플로우 경험의 적응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플로우를 경
험하는 활동에 대한 맥락적 정보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매일 하게 되는 일상활동 중에서 어떤 일상활동 중에 플로우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성이 적고 어떤 일상활동에서의 플로우 경험이
그들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관련이 되어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다. 플로우 경험의 발달적
기능은 플로우를 경험하는 활동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파악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이규호․한경혜, 2012; 장훈․한성열, 2010; 한성열․장
훈, 2010) 어떤 활동 중에 플로우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성이 달라질 가
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일상활동에 따라서 플로우 경험의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어떤 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살
펴보기 위해서 활동의 종류를 고려하고자 한다. 청소년기 일상활동의 범주는 크게 학업활동, 여
가활동, 생활유지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미리, 2003a, 2003b, 2012a, 3012b; Larson & Verma,
1999; Lee, 2003; Lee & Larson, 2000).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활동의 범주 분류에 기초하여 청소년
기 자아존중감과 일상활동 중 플로우 경험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플로우 경험 수준은 일상활동 범주에 따라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기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플로우 경험 수준은 일상활동 범주에 따라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서울 소재 1개 중학교와 경기 소재 1개 중학교에서 편의 표집된 남학생 39명, 여학생 65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학년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1이 24%, 중2가 25%, 중3이 51%이다. 가족 구조는 연구대상 청소년 대부분이 양친
가족에서 자라고 있으며(80%), 14%가 한부모 가족에서 자라고 있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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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의 경우 53%가 대졸 이상, 27%가 고졸, 10%가 중졸 이하다. 어머니는 46%가 대졸이상,
34%가 고졸, 8%가 종졸 이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57%가 사무직 또는 전문직, 35%
가 단순노동직, 기술직,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어머니의 경우는 37%가 전업주부이며 30%가
단순노동직, 기술직, 혹은 자영업에 종사하고 27%가 사무직 혹은 전문직에 종사하였다.

성별
학년
가족구조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남자
여자
중1
중2
중3
양친가족
한부모가족
무응답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무응답
중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
무응답
무직
단순노동직, 기술직, 자영업
사무직, 전문직
무응답1
무직
단순노동직, 기술직, 자영업
사무직, 전문직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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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 (%)
39(37.5)
65(62.5)
25(24.0)
26(25.0)
53(51.0)
83(79.8)
14(13.5)
7( 6.7)
10( 9.6)
28(26.9)
40(38.4)
15(14.4)
11(10.6)
8(7.7)
35(33.7)
43(40.4)
6( 5.8)
12(11.5)
3( 2.9)
36(34.7)
59(56.8)
6( 5.8)
38(36.5)
31(29.8)
28(26.9)
7( 6.7)

(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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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고 일상활동 중
플로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변인들
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척도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는 자기가치나 자기수용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을 측정한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문항은 평소 자신의 행동을 생각하여 4점 평정척도로 답하게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산출된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s α값은 .87로 산출되었다.
1)

경험표집법
경험표집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은 일상생활경험을 무작위로 표집하여 경험에 대한
맥락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이미리, 1996; Larson, 1989). 이 방법은 기존의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이 가지고 있는 측정의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질문지법은 이전에 발생한
행동에 대한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회상에 의한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크고
실험법은 인위적인 환경에서 행동을 측정하기 때문에 생태학적 타당도(ecological validity)가 낮
다는 제한점을 갖는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안된 경험표집법은 인간의 행동을
자연스런 일상생활 환경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순간에 측정하게 되므로 회상에 의한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적고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다(이미리, 1996; 이은해․이미리․박소연, 2006;
2)

Larson, 1989).

이와 같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경험표집법은 연구대상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상생활 중 하루에 수차례씩 무작위로 소리신호를 주어 신호가 발생한 순간에 하고 있
던 행동과 맥락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방법이다(이미리, 1996; 이은해․이미리․박소연,
2006; Larson, 1989).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자료수집과 방법’에서 설명하였다.
경험표집법의 질문지는 일상활동의 내용을 측정하는 개방식 문항 1개와 플로우 상태를 측정
하는 척도를 포함한다. 일상활동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개방식 문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
습니까”이다. 응답을 내용 분석하여 1) 학업, 2) 적극적 여가, 3) 컴퓨터, 4) 소극적 여가, 5) 대화,
6) 생활유지의 6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학업활동은 학교나 학원 수업, 숙제를 포함한 혼자 공부,
시험보기, 교육방송을 듣는 모든 학업활동을 말한다. 적극적 여가활동은 운동, 바깥놀이, 문화적,
창작적 여가활동 등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요하는 여가활동을 포함한다. 컴퓨터 게임은 컴퓨
터를 통한 게임 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게임기 등을 사용한 게임을 모두 포함한다. 소극적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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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은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혹은 하는 일 없이 빈둥대는 등 시간을 떼우는
활동으로서 적극적 여가활동에 비해서 신체적, 심리적 에너지를 적게 요하는 여가활동을 말한
다. 대화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주를 이루는 여가활동이다. 생활유지 활동은 잠자기, 씻기, 먹기
등의 건강유지와 몸단장을 위한 활동, 청소하기, 휴식하기, 이동, 다음활동준비하기 등 일상생활
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플로우 경험은 Csikszentmihalyi가 제시한 플로우 상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는데 통제감, 집중, 과제수행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짐, 시간감각의 변형, 활동 자체의
목적성 수준을 측정하는 5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Csikszentmihalyi, 1990, 1997). 이 척
도는 6점 평정척도이며 평정치는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그런 편이다, 5) 그렇다, 6) 정말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Cronbach's α값은 .94로 산출되었다.
자료 수집과 분석
자료 수집은 학기 중인 2014년 5월초에서 6월말까지 2개월간 진행되었다. 일상활동 중에 경험
하는 플로우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경험표집법의 실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별
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 해당하는 요일 중 무선으로 표집 한 이틀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을 포함한 총 4일을 선정하였다. 둘째, 선정된 각 요일에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시간 안
에서 평균 3시간 간격을 두고 분은 무작위로 하여 6회의 시각을 표집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자
에게 표집된 시각을 알리기 위해서 휴대폰을 통해서 표집 된 시각에 알람이 울리도록 하거나,
휴대폰이 없는 연구대상자에게는 알람이 울리도록 미리 프로그래밍 된 전자손목시계를 나누어
주었다.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기간 4일간 총 24회의 시각에 알람이 올리게 되며 알람이 울
리는 시각은 연구대상자마다 다르다. 넷째, 연구대상자에게 일상활동의 내용과 플로우 상태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 경험표집 질문지 24회분을 손바닥 크기로 제본한 질문지 수첩을 휴
대하고 다니면서 알람이 울릴 때 마다 가능한 바로 그 자리에서 질문지 한 장씩에 답하게 하였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연구대상자 개인당 하루에 6회씩 총 24회의 일상생활경험을 반복적으
로 측정하였다. 다섯째, 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문항과 자아존중감 척도를 포함하는 질문지
는 경험표집법을 실행하는 첫날 실시하고 이어 4일간의 경험표집법을 실행하였다.
일반 질문지법에 비해 연구대상자의 협조를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경험표집법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생태학적 타당도가 높고 회상에 의한 편견을 줄일 수 있어서 일상생활경험에
대한 자료를 얻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나 회수율이 높지 않은 것이 제한점이다(이은해․이미
리․박소연, 2006). 본 연구대상의 회수율은 78%로 회수된 질문지는 1940부(39명의 남학생으로부
터 703부, 65명의 여학생으로부터 1237부)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경험표집법을 실시하는 4
일간 매일 학교를 방문하여 전날 응답한 경험표집질문지를 수거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게 영화
관람권 2매씩을 나누어 주었다. 경험표집법을 사용한 선행연구들이 보고한 회수율은 고등학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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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구에서는 80%(이미리, 1996),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 76%(이미리, 2003a,b), 초등학교 고학
년과 중학생 대상 연구에서는 85%였다(이미리, 2013).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교하면 본 연구의 회
수율이 좀 낮은 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모든 일상활동
범주별 경험이 표집되었으며, 비율이 학업활동 19%, 여가활동 45%, 생활유지 활동 37%로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비율과 유사하여(이미리, 2003a, b) 선행연구에 비해 비교적 낮은 회수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대상 청소년의 일상활동 경험에 대한 대표적 경험이 표집되었다고 판단된다.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활동범주를 독립변수로 하여 플로우 경험 수준에 대한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은 두 단계를 거쳤다. 먼저, 자아존중감
점수의 분포에 있어서 상위 33%에 속하는 사례를 상집단, 하위 33%에 속하는 사례를 하집단으
로 분류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상, 하집단에 있어서 학년별, 성별 분포의 차이로 인한 플로우 경
험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가 자아존중감 수준의 차이인지, 학년 혹은 성별의 차이인지 구분할 수
없는 복합효과(confounding effects)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상하집단에 있어서 학년별,
성별 분포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 상하 집단의 학년별 분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 =35.70, p<.001). 자아존중감 하집단에는 중1,2학년에 비해 중3학생이 많았고,
상집단에는 중1학생이 중2,3학년에 비해 많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상, 하 집단의 성별분포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χ =.69). 따라서 연구문제 2를 위한 분석에서는 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 상, 하집단 차이를 분석하기로 하였다. 즉, 학년을 공변수, 활동범주와 자
아존중감 상하 집단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플로우 경험 수준에 대한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활동범주간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Bonferroni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는 연구대상자 개인이 아니라 표집된 경험이므로 연구문제 1에 대한 총 사례
수는 연구대상자가 보고한 1940회의 일상활동 경험이며, 연구문제 2에 대한 총 사례수는 자아존
중감 수준에 있어서 상, 하위 각 33%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가 보고한 총 1364회의 경험이다.
2

2

Ⅲ. 결과 및 해석
1. 자아존중감과 일상활동 범주별 플로우 수준의 기술적 결과
연구대상 청소년들이 보고한 활동범주별 경험 빈도의 비율은 6개의 활동 중에서 생활유지 활
동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대화 경험이 가장 낮았다. 각 범주별 경험 빈도의 비율을 살펴보면 학
업활동 경험은 전체 경험 빈도의 19.4%, 적극적 여가 활동 경험은 14.5%, 컴퓨터 활동 경험은
8.4%, 소극적 여가 활동 경험은 15.4%, 대화 경험은 5.7%, 생활유지 활동 경험은 36.7%이었다.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에 앞서 본 연구대상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플로우 경험 수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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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술적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수준에 있어서 성차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t=.62, p=.533), 학년차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11.63, p<.001).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 수준에 있어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자료수집과 분석’에서
밝힌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상하집단별 성별 사례수 분포가 다르지 않은 반면, 자아존중감 수준
에 있어서 학년차는 유의할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상하집단별 학년별 사례 수 분포도 달랐기
때문에 연구문제 2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년을 통제하였다. 한편, <표 2>에서 플로우 경험 수준
을 평정치를 근거로 살펴보면 학업활동을 제외한 일상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은 대체로 ‘그런 편
이다’와 ‘그렇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이었다. 한편, 학업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은 ‘그렇지 않
은 편이다’와 ‘그런 편이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수준이었다.
분류

<표 2> 성별, 학년별 자아존중감과 플로우 경험 수준의 평균과 표준편차
활동 자아존중감 학업 적극적 여가 컴퓨터 게임 소극적 여가 대화
M(SD)

M(SD)

M(SD)

M(SD)

M(SD)

M(SD)

M(SD)

35.22(6.03)

3.53(1.59)

4.43(1.29)

4.55(1.53)

4.24(1.32)

3.49(1.32)

3.97(1.54)

35.04(6.30)

3.68(1.38)

4.46(1.29)

4.81(0.98)

4.43(1.24)

4.49(1.30)

4.22(1.32)

1

35.94(6.89)

3.70(1.49)

4.37(1.47)

4.58(1.56)

4.70(1.22)

4.03(1.53)

4.02(1.55)

2

35.36(5.32)

3.68(1.41)

4.41(1.24)

4.71(1.46)

4.27(1.29)

4.53(1.21)

4.32(1.29)

3

34.37(6.15)

3.52(1.48)

4.52(1.24)

4.73(1.02)

4.23(1.26)

4.22(1.33)

4.10(1.36)

성별 남여
학년

생활유지

주: 자아존중감의 점수범위는 4~40점, 플로우 수준의 점수범위는 1~6점이다. 플로우 수준의 평정치는 다
음과 같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4) 그런 편이다, 5) 그렇다, 6)
정말 그렇다

2. 일상활동 범주별 플로우 경험 차이
청소년들의 이와 같은 일상활동 경험 중 느끼는 플로우 수준에 있어서 활동범주별 차이를 보
이는 지 살펴보기 위해서 활동범주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결과
를 효과크기(η²)와 함께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연구대상 청소년의 플로우 경
험 수준에 있어서 활동범주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어떤 활동범주들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Bonferroni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각 활동범주별 플로우 경
험 수준의 평균값과 함께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Bonferroni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6개 범주의 일상활동 중 학업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은 나머지 5개 일상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다. 평균을
보면 학업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이 나머지 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보다 낮았다. 한편, 적극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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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량원
수정된 모형
절편
활동범주
오차
전체
수정된 합계
***

<표 3> 활동범주에 따른 플로우 경험 수준의 ANOVA결과
제 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184.68

5

36.94

24228.60

1

24228.60

184.68

5

36.94

3536.19

1888

1.87

36630.60

1894

3720.87

1893

η²
***

19.72

***

12935.83

19.72***

.06
.87
.05

p<.001

<표 4> 플로우 경험 수준의 활동범주별 기술적 결과와 Bonferroni 검증결과
활동범주 학업 적극적 여가 컴퓨터 게임 소극적 여가 대화
생활유지
통계치
a

M

3.63

SD

1.46

bc

bc

4.45

4.69

1.29

1.27

bcd

4.37

1.27

cd

e

4.21

4.13

1.37

1.41

주: Bonferroni 사후검증에 의해 p<.05에서 활동범주 간 플로우 경험 수준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경우 알파벳의 다른 문자로 위첨자 처리하여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학업의 플로우 평균값이 적극적
여가의 평균값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알파벳의 다른 문자로 위첨자 처리하였으며 적극적여가의 평
균값은 컴퓨터게임, 소극적여가, 대화의 평균값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므로 알파벳 위첨자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

가, 컴퓨터 게임, 소극적 여가, 대화 중의 플로우 수준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네 가지 활동 중 플로우 수준은 학업활동 뿐 아니라 생활유지 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이들 네 가지 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은 학업활동이나 생활유지 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보다 높았다.
3.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활동 범주별 플로우 경험의 차이
일상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상, 하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지 그리
고 자아존중감 상, 하집단 간 플로우 경험 수준의 차이가 활동범주별로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서
학년을 공변수, 자아존중감 수준과 일상활동 범주를 독립변수로 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
시하였으며 결과를 효과크기(η²)와 함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 의하면 학년의 효과
를 통제한 상황에서 플로우 경험 수준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수준과 활동범주에 따른 주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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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자아존중감과 활동범주에 따른 플로우 수준의 ANCOVA결과 (공변수: 학년)
변량원
제Ⅲ유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수정된 모형
178.05
12
14.84
7.69
절편
896.16
1
896.16
464.23
학년
3.65
1
3.65
1.89
자아존중감
48.00
1
48.00
24.87
활동범주
140.39
5
28.08
14.55
자아존중감x활동범주
17.44
5
3.49
1.81
오차
2538.49
1315
1.93
전체
26622.00
1328
수정된 합계
2716.53
1327
***

***

***

***

η²
.07
.26
.00

***

.02

***

.05
.01

p<.001

유의하고 자아존중감 수준과 활동범주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주효과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자아존중감 상, 하집단의 활동범주별 플로우 경험 수준의
기술적 결과와 Bonferroni 검증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상집
단의 플로우 경험 수준 전체 평균값이 하집단에 비해 크므로 일상활동에 있어서 자아존중감 상
<표 6> 자아존중감 상하집단별 플로우 수준의 활동범주별 기술적 결과와 Bonferroni검증결과
활동범주 학업 적극적 여가 컴퓨터 게임 소극적 여가 대화 생활유지 전체
M
M
M
M
M
M
자아 통계치 M
존중감
(SD)
(SD)
(SD)
(SD)
(SD)
(SD)
(SD)
3.93
4.81
4.94
4.88
4.65
4.21
4.35
상집단
(1.48)
(1.12)
(.98)
(1.08)
(1.21)
(1.42)
(1.38)
하집단
전체

3.51

4.38

4.64

4.20

3.89

4.13

4.14

(1.37)

(1.34)

(1.54)

(1.36)

(1.63)

(1.49)

(1.47)

3.78a

4.56b

4.75b

4.46b

4.23bc

4.17c

4.24

(1.45)

(1.27)

(1.37)

(1.30)

(1.50)

(1.45)

(1.43)

주: Bonferroni 사후검증에 의해 p<.05에서 활동범주 간 플로우 경험 수준의 평균값이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경우 알파벳의 다른 문자로 위첨자 처리하여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학업의 플로우 평균값이 적극적
여가의 평균값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알파벳의 다른 문자로 위첨자 처리하였으며 적극적여가의 평
균값은 컴퓨터게임, 소극적여가, 대화의 평균값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으므로 알파벳 위첨자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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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플로우 경험 수준이 하집단에 비해 높음을 시사한다. 플로우 경험 수준에 있어서 활동범
주별 차이에 대한 Bonferroni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학년의 효과를 통제한 상황에서 자아존중감
상, 하 집단 전체 청소년들의 플로우 수준은 일상활동 범주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6개 범주의
일상활동 중 학업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은 나머지 5개 일상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평균을 보면 학업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이 나머지 활동 중의 플로우 수
준보다 낮았다. 한편, 적극적 여가, 컴퓨터 게임, 소극적 여가 중의 플로우 수준은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세 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은 학업활동과 생활유지 활동 중의 플
로우 수준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대화 중의 플로우 수준은 생활유지 활동 중의 플로우 수
준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상활동 중 경험하는 전체적인 플로
우 수준은 자아존중감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높았으나 플로우 경험 수준에 있어서 이러한 활
동범주에 따른 차이의 형태는 자아존중감 상, 하집단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건강한 발달의 주요 지표이자 건강한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자아존중감 발달의 기제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자아존중감이 일상활동 중 경험하는 플
로우 수준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청소년들이 매일 일상생활에
서 행하게 되는 학업, 여가, 생활유지 활동 중에 경험하는 플로우 수준은 어떠하고 플로우 수준
이 이러한 일상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였다. 둘째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
라서 일상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이 다른지 그리고 다르다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러한지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순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학업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이 적극적 여가, 컴퓨터 게임, 소
극적 여가, 대화, 생활유지 활동 중의 플로우 수준보다 낮았다. 이는 청소년의 일상활동 경험 관
련 연구들에서 학업활동 중의 심리적 상태가 여가활동이나 생활유지활동 중의 심리적 상태에
비해 부정적이라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다(이미리, 2003a, 2009b).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
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학업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은 학업활동이나 생활유지 활동에 비해 높았다. 또한
여가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은 여가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활동범주별 플로우 경험의 빈도를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관성이 있
다(이창호, 2005). 이창호(2005)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처럼 청소년들이 일상활동을 하는 동안
경험하는 플로우 경험을 그 순간에 측정한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일상활동 중 플로우 경험
을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를 개방식 문항으로 물어봄으로써 측정하였는데 연구대상자의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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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율인 28%가 활동범주 중에서 게임 중 플로우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15%가
음악활동, 14%가 사교활동, 5%가 스포츠 활동을 할 때로 응답하여 대체로 다른 활동에 비해서
여가활동 중에 플로우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최인수 등(200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험표집방법으로 플로우 경
험 수준에 있어서 활동범주 간 차이를 분석하였는데 학업, 여가, 생활유지 활동 중에서 생활유
지 활동 중 플로우 경험 수준이 가장 높았다. 그런데 최인수 등(2003)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달리 플로우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Csikszentmihalyi(1997)가 제시한 플로우 상태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현상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플로우 경험이 촉진되는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첫째 조건에
해당하는 과제의 난이도와 개인의 능력 수준의 균형여부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
구결과와의 차이가 이러한 측정 문항의 차이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본 연구의 대
상자는 중학생이고 최인수 등(2003) 연구의 대상자는 고등학생으로 청소년기 발달상의 차이일
수 있다.
연구문제 2에서는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일상활동 중의 플로우 경험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차이가 난다면 어떤 활동을 할 때 더욱 그러한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 상집단이
하집단에 비해 모든 범주의 일상활동에서 경험하는 플로우 수준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플로
우 경험은 개인을 성장하게 하고 자기조절 능력을 키우며 자신에 대해 일관성을 느끼게 함으로
써 자아존중감 발달의 원천이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관성이 있다(송하나, 2013; 조은예,
최인수, 2008; Csikszentmihalyi, 1997, 2000; Greenberg, 2008). 앞서 기술하였지만 플로우 경험은
심리적 상태를 안정적이고 긍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는데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일관성있는 개념을 획득하게 되고 이러한 개념은 자
신을 존중하게 만드는 원천이 된다고 한다(장훈․한성열, 2010; Csikszentmihalyi, 2000;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또한 청소년들에게 일상활동 중 플로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함으
로써 자아존중감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한다(이창호, 2005).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 자아존중감 수준과 활동범주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플로우 경험과 적응의 관계가 달
리 나타났을 뿐 아니라(이규호․한경혜, 2012) 플로우 경험이 항상 개인의 적응 수준에 긍정적으
로 기여하는 것도 아니었다(장훈․한성열, 2010; 한성열․장훈, 2010). 이들 선행연구에 의하면
타인이 인정하거나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이나 일을 비롯한 생산적인 활동에서 경험하는 플
로우 경험은 적응 수준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없는 활동에 대한 플로
우 경험은 적응 수준과 부정적인 관계가 있었고 일에 비해서 여가활동에 대한 플로우 경험은
오히려 타인과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장훈․한성열, 2010; 한성열․장훈,
2010).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활동범주간의 상호작용 효
과가 유의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활동 뿐 아니라 여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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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과 생활유지활동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에서 자아존중감 상집단의 플로우 경험 수준이 하집단
에 비해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청소년기 자아존
중감 수준 차이를 보이는 일상활동 중 플로우 경험의 차이는 본 연구에서 다룬 모든 활동범주
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활동범주의 분류 차원이 플로우 경험과 적응의
관계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활동범주를 분류하는 다양한 차원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일상생활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경험표집법(ESM)의 특성상 많은
수의 연구대상을 참여시키기 어려워 충분한 연구대상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회수율이 높
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각 일상활동 범주별로 대표적인 경험이 표집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
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반복연구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가 중학교 1, 2학년에 비해서 3학년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3학년의 특징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학년별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대상에 있어서는 자아존중감
수준 및 자아존중감 상하 집단별 성별 분포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서 성별의
효과를 통제하지 않았지만 표본에 따라서 성별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추후연구에서는 성
별의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추후연구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고려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상활동 범주별
플로우 경험 수준의 차이에 있어서 연령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입을 앞둔 고등
학생의 학업에 대한 가치관은 중학생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서 학업활동 중
경험하는 플로우 수준이 중학생에 비해서 높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플로우 경험과 적응 간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인 고려가 요구된다. 플로우 경험을 측정하는 방법이나 문항
내용상의 다양성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된 플로우 경험의 맥락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다룬 일상활동의 종류이외에 활동
을 분류할 수 있는 다양한 준거를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
혹은 타인의 인정 여부를 준거로 한 일상활동 분류를 사용하여(장훈, 한성열, 2010; 한성열, 장
훈, 2010) 각 활동범주별 자아존중감과 플로우 경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넷째, 플로우
경험은 개인의 특성이나 활동의 특성 중 어느 한 쪽의 특성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활동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활동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
어 플로우 경험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플로우 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제한점이나 추후 연구를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한 점은 청소년들의 플로우 상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유
의하게 달랐는데 청소년기 발달의 주요 맥락인 학업활동 중 경험하는 플로우 수준이 적극적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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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컴퓨터 게임, 소극적 여가, 대화 등의 여가활동이나 일상생활이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인 생활유지 활동 중 경험하는 플로우 수준에 비해 낮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상활동 중 플로우 경험 수준은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
었는데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청소년들이 낮은 청소년들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
년들의 플로우 경험 수준은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학업, 여가, 생활유지 활동 맥락 전반에서 발생함을 시
사한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기정․정은미 (2003). 그룹홈 아동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자기성장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72-187.
김애경 (2001). 아동과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행동: 부모와의 의사소통, 자아존중감 및 우울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3), 271-285.
김예성 (2000). 초등학생의 또래괴롭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
문.
김창대 (2002). 몰입(Flow)이론을 적용한 진로상담 모형. 청소년상담연구, 10(1), 5-30.
김혜원 (2011).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에 따른 남녀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 학교인식 및 학
교적응에 대한 구조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3(2), 173-198.
김희화․김경연 (2000).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 간의 인과적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대한가
정학회지, 38(5), 15-24.
류승아 (2010). 자아존중감과 문화적 성향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2),
169-183.

변귀연 (2006). 집단괴롭힘 피해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한국청소년
연구, 17(1), 263-295.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송하나 (2013). 아동의 애착 안정성과 정서 조절 능력이 몰입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지: 발달, 26(2), 147-161.
심희옥 (1997). 아동후기 초등학생의 우울성향: 일상적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기술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6), 133-144.
심희옥 (1998). 아동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부적응 생활사건,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원과 부적응에
관한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19(2), 35-48.
- 97 -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2권 제4호

양종국․김충기 (2002). 비행청소년의 비행위험요인 및 보호요인과 재비행간의 관계. 청소년상담
연구, 10(2), 101-121.
오혜영․지승희․허지은․김상수․김경민․이현숙 (2011). 한국청소년상담연구 155: 자살위기청
소년을 위한 사이버상담 개입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보고서.
이경님 (2002). 청소년의 애착, 자아존중감 및 충동통제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0(8), 191-206.

이규호․한경혜

(2012).

맞벌이 부부의 일상활동 정서와 행복.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87-104.

이미리 (1996). 청소년의 우울증 수준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와 일상생활활동 경험과의 관계. 아
동학회지, 17(1), 137-152.
이미리 (2003a). 청소년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 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93-209.

이미리

(2003b)

중학생의 또래 폭력행동피해와 일상활동경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2), 87-110.

이미리 (2004). 청소년기 긍정적 자아관 발달을 위한 생태학적 맥락변인 분석. 한국청소년개발
원 제1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89-216.
이미리 (2005). 청소년기 자아존중감과 가족, 친구, 학업, 여가, 직업 변인들의 관계: 긍정적 자아
평가와 부정적 자아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6(2), 263-293.
이미리 (2009a). 청소년기 분노정서 경험의 발달과 자아존중감, 부모, 친구, 학업, 여가 맥락의 영
향. 청소년복지연구, 11(2), 127-143.
이미리 (2009b). 아동의 자기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생활 경험과 정서경험의 차이. 한국심리학
회지: 발달, 22(2), 41-57.
이미리 (2012a). 초등학생 학교부적응 증상의 일상생활 경험적 특성. 아동학회지, 33(4), 19-34.
이미리 (2012b). 사춘기 진입 시기 일상생활경험의 초경 여부에 따른 차이 및 우울증과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4(3), 121-139.
이미리 (2013). 청소년기 혼자 시간의 자발성 여부에 따른 활동내용과 심리상태의 차이. 청소년
복지연구, 15(2), 175-195.
이은주 (2004). 집단괴롭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 대한 단기종단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1(1),
141-165.

이은해․이미리․박소연 (2006). 아동연구방법. 서울: 학지사.
이정선․이형실 (2012). 청소년의 우울 관련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4), 77-89.
이종화 (2005).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관련 요인에 관한 예측모형. 한국청소년연구,
345-382.

- 98 -

16(1),

이미리, 박진아 /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활동 중 플로우(Flow) 경험의 차이

이창호 (2005). 청소년들의 수월성 획득을 위한 플로우(Flow) 촉진 프로그램과 그 효과의 분석.
상담학연구, 6(2), 469-484.
이창호․백현주․박재연 (2004). 청소년 수월성 촉진 프로그램 개발 연구 Ⅲ: 플로우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 연구보고서.
장승옥․한선혁 (2004). 청소년 문화 활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4), 185-207.
장 훈․한성열 (2010). 몰입(flow) 기능의 재구성: 몰입과 행복 관계에 대한 타인맥락의 조절효과
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43-62.
조아미 (2007). 종단적 자료를 통해 본 청소년의 비행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제4회 한국청소년
패널 학술대회자료집, 65-78.
조은예․최인수 (2008). 재미에 관한 아동의 암묵적 지식과 플로우와의 관계 분석. 한국심리학회
지: 사회 및 성격, 22(1), 115-132.
조혜정 (1999). 청소년의 가사노동참여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논집, 2, 43-59.
최경숙 (2000). 발달심리학. 서울: 교문사.
최은영, 최인령 (2002).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5(1),
63-72.

최인수․김순옥․황선진․이수진(2003). 경험표집법을 이용한 고등학생들의 생활경험에 관한 연
구: 주된 활동과 활동 공간 및 플로우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4(8), 213-227.
최인재 (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105-130.
한성열․장 훈 (2010). 몰입의 부정적 기능: 중요타인과의 관계적 맥락을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8(2), 83-103.

현희순․김양순 (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시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회지, 20(1), 249-262.
홍성흔․도현심 (2002). 모-자녀관계 및 자아존중감과 청소년의 성취동기간의 관계. 대한가정학
회지, 40(12), 145-157.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rown, J. D. & Mankowski, T. A. (1993). Self-esteem, mood, and self-evaluation: Changes in mood and
the way you see you.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3), 421-430.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New York: Harper & Row.
Csikszentmihalyi, M. (1997). Finding flow. New York: Basic.
Csikszentmihalyi, M. (2000).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Csikszentmihalyi, M. & Le Fevre, J. (1989). Optimal experience in work and leisure. Journal of Personality

- 99 -

미래청소년학회지, 제12권 제4호
and Social Psychology, 56, 815-822.
Greenberg, J. (2008). Understanding the vital human quest for self-esteem.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3, 48-55.
Harter, S. (1993). Cause and consequences of low self-esteem in children and adolescents. In R.F.
Baumeister(Eds.). Self-Esteem: The puzzle of low self-regard. NY: Plenum Press.
Haworth, J. T. & Hill, S. (1992). Work, leisur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 sample of young
adults.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2, 147-160.
Ishimura, I. & Kodama, M. (2009). Flow experiences in everyday activities of Japanese college students:
Autotelic people and time management. Japanese Psychological Research, 51(1), 47-54.
Larson, R. (1989). Beep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hod of studying time use and daily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 511-530.
Larson, R., & Verma, S. (1999). How children and adolescents spend time across the world: Work, play,
and developmental opportunities. Psychological Bulletin, 125(6), 701-736.
Lee, M. (2003). Korean adolescents' examination hell and their use of free time. In S. Verma & R.
Larson(Eds.). New directions for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Examining adolescent leisure time across
cultures (pp.9-21). San Francisco: Jossey-Bass.
Lee, M. & Larson, R. (2000). The korean ‘examination hell’: Long hours of studying, distr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2), 249-270.
Mesurado, B. & de Minzi, M. C. R. (2013). Child's personality and perception of parental relationship as
correlates of optimal experience. Journal of Happiness Study, 14, 199-214.
Nakamura, J. & Csikszentmihalyi, M. (2002). The concept of flow.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pp.89-10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Inc.
Wells, A. J. (1988). Self-esteem and optimal experience. In M. Csikszentmihalyi & I. S. Csikszentmihalyi
(Eds.).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pp. 327-34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00 -

이미리, 박진아 / 청소년기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른 일상활동 중 플로우(Flow) 경험의 차이
Abstracts

Differences in Adolescent Flow States Across Daily Activities
Depending on Levels of Self-Esteem

Meery Lee*․JinAh Park**
This study investigated differences in daily flow states across daily activities including schoolwork, leisure,
and maintenance activities depending on levels of self-esteem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Experience Sampling Method(ESM), a sample of 104 students(39 boys and 65 girls) reported their daily
flow states across daily activities six times a day for 4 days, totaling 24 time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flow states in schoolwork were lowest among those states across daily activities. Flow states in
computer game or active leisure activities were higher than those states in conversation, maintenance
activities, or schoolwork. Second, high self esteem group adolescents experienced higher flow states across
daily activities than low self esteem group counterparts. The findings suggest that adolescent self-esteem
can be explained by flow states across daily activities.

Key words : adolescent, self-esteem, flow, daily activities, Experience Sampling Method(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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