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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의 특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어, 먼저 초등학교 5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학습성격유형, 학습몰입 수준을 검사하여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의 차이를 하위척도별로 

살펴보고, 둘째, 24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을 통해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경험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 중 반복적 비교분석법에 의한 분석과 해석의 절차를 거쳐 연구 결과로 

제시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학습성격유형별로 학습몰입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행동규범탐구형은 학습몰입의 

하위요인 중 명확한 목표요인에서, 행동규범이상형은 구체적 피드백요인, 통제감요인, 행위와 의식의 통합요인

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평균을 보였다. 둘째, 질적 연구에서는 몰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습성격유형에 

따라 아동의 몰입경험의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다양하고 독특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들은 학습몰입

에서 즐거움, 행복함, 성취감을 느꼈으며 부모나 교사, 또래관계,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인정이 주어진 

환경에서 더 잘 몰입하였다. 넷째, 아동들은 학교에서 몰입경험을 가장 많이 하였으며 몰입을 자주 경험하는 아

동들은 대부분의 활동에서 칭찬과 보상이 주어진 활동에서 더 많은 몰입을 경험하였다. 다섯째, 아동들은 신체적 

활동과 흥미와 관심 있는 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성취감이 있을 때 몰입을 경험하였다. 여섯째, 몰입을 인식할 

때 더 몰입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인터뷰를 하면서 몰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더 잘 

몰입함을 경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본 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제한점

과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초등학생, 학습성격유형, 학습몰입,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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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 어느 나라보다 입시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는 등학생 때부터 학업 련 활동에 상

당히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요구 받는다. 특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부분의 등학생들은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업과 련된 과외활동을 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 듯 등

학생들의 삶과 하게 련되어 있는 학습활동에서 시험불안이나 학업스트 스와 같은 부정

 정서보다는 학습흥미나 즐거움과 같은 정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면? 하는 의문을 부분

의 사람들은 한번쯤 가져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한 시사 을 창의 으로 자신의 분야

를 개척하는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성공 으로 발달시

키는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작업의 즐거움’이다(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김창 , 2002에서 재인용). 이들은 자신의 작업을 즐기는 것과 열심

히 수련하는 것을 거듭하면서 차 문성을 발 시키고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즉, 일에 몰입하

는 것을 통하여 즐거움과 유능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기술과 능력이 도  

 과제의 수 과 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최 의 경험상태 즉,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의 잠

재 인 능력을 최 한 발휘하면서 느끼는 주  만족과 행복은 ‘몰입(flow)'으로 정의된다

(Csikszentmihalyi, 2004). 

Csikszentmihalyi가 몰입을 처음 소개한 이후로 몰입 이론은 스포츠, 여가 활동, 경 , 컴퓨터, 

음악 등 다양한 역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 인 결과가 산출되었다(석임복, 

2007). 학습에 있어서도 몰입 경험이 학습자의 인지 ·정서  측면에 미치는 정 인 결과가 

보고되었다. 학습몰입의 경험은 학습에 한 흥미와 극 인 참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창의

성(creativity), 즐거움(enjoyment), 최고수 의 학습경험(peak experience), 능력개발(talent 

development), 자아존 감(self-esteem)등을 경험하게 해 으로써 ’삶의 질(quality)'에 향을 

미친다(Csikszentmihalyi, 1993; 최인수 역, 2004에서 재인용). 이에 한 실증 인 연구의 결과

로 몰입경험이 학습시간의 단축이나 학업성취수 의 향상 등 학습과정에 정 인 향을 미친

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김재동, 2004; 이미 , 2003). 한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몰입을 

경험한다면 학습과정은 즐겁게 느껴지고, 학습에 보다 극 으로 참여하며, 학습과정에서 만족

감과 성취감, 자 심이 높아지고, 학업성취도도 높아진다(김연경, 박성익, 2006; 이우미, 2004; 이

은주, 2001;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Hoffman & Novak, 1996; Kimmel & 

Skadberg, 2004). 몰입의 이러한 교육  가치로 인하여 최근 아동들의 학습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몰입에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학습변인과 연계

하여 몰입을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 다(강명희, 박성희, 송윤희, 2008; Csikszentmihalyi & 

Hektner, 1996; Goldbacher, Green, Miller & Philip, Schwartz, Waterman, 2003; Sulliv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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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에서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을 즐기고 극 으로 참여하여 학업성취도에서 만족감을 

얻기 해서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고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습

상황에서 각각의 기질과 성격이 다른 만큼 그 기질과 성격에 따라 흥미 있는 과목이나 쉽게 학

습할 수 있는 과제, 효과 인 학습방법 등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화와 획일화된 교육 방

식보다는 학습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학습양식과 흥미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방법이 하고 정

교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일상을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기 해 일상생활

을 구조화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성격 인 특징들과 모두 련되어 하나의 특징을 이룬다. 따라

서 각 개인의 성격특성에 따른 학습 환경은 학습자의 능력을 발휘할 행동기회를 제공하며 학습

활동에 자발 으로 참여하여 학습을 즐겁게 할 수 있다. 특히 재미가 없으면 학생들이 다가갈 

기회가 감소되며 따라서 학습몰입은 발휘될 수 없다. 즉, 학습자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구조화

된 학습 환경과 학습활동은 학습몰입 경험을 유발할 수 있는 학습자 행동에 한 요한 경험의 

조직화가 더 쉽게 달성되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방식을 알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성격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의 독특한 양식(Guilford, 1959)으로 그 사람의 행동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총체  특성을 나타낸다. 한 성격은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고 무엇을 학습

하는지 개인차를 나타내 다(Lathey, 1991; Schurr & Ruble, 1986). Lawrence(1984)는 성격유형

과 학습양식에 한 연구에서 성격유형에 따라 학습양식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했으며, 

Myers(1985)는 학업성취는 학습의 결과로 성격유형에 따라 좌우된다고 보고 학업성취를 하여 

각 개인의 성격유형에 맞는 학습양식을 강조하 다. 이처럼 학습자의 심리 인 특성  성격 특

성을 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심리 인 특성을 악하여 

일차 으로 그러한 심리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학습 방식에 합한 학습 방법을 

찾아서 학습을 시킨다면 학업성취에 보다 좋은 효과를 보일 것이다(Heacox,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학습성격유형은 학습자의 심리 인 특성과 더불어 학습자의 성격 인 요인

을 진단할 수 있는 U&I(Uprise and Improve, '자기 이해를 통한 보다 행복한 삶을 하여‘)학습

성격유형검사로 학습심리와 련된 성격에 따라 학습 시 개개인이 보일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종합 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이다.

한편, 학습자 개개인의 다양한 성격  특성과 태도, 신념 등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효율

인 수업과 학습을 해서는 수업의 주체가 교사에서 학습자로 옮겨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러한 학습자 심교육을 해서는 학습자 자신의 자율  학습 리가 요한데, 이를 해서는 

각 학습자의 학습성격유형에 을 맞춘 학습몰입경험이 학습과정 에 일어나는 것이 필요하

다. 몰입은 그 특성상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기는 하지만(Sternberg & Davidson, 1995; 이은

주, 2001에서 재인용) 학습에서 몰입을 더 잘 경험하고자 한다면 몰입을 한 략 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몰입은 일상생활에서 우발 이고 자발 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몰입이 일어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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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몰입이 발생되도록 일련의 조건들이 구조화되어져야 한다(Csikszentmihalyi, 1990). 여

러 연구들이 어린 시  경험의 질이 무엇보다 요하다는 을 밝히고 있다는 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등학교 상황에서 등학생들을 상으로 이들이 삶의 맥락에서 느끼는 몰입경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활동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자극을 가하고 심을 키워주는 내부의 의욕에서 비롯되는 그

런 집 력을 가지고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자꾸만 주어야 한다. 즉 등학생들이 어딘가

에 집 하는 열정을 가져보지 못한 아이는 미래를 성공 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량과 습

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등학교 학생들이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도 이고 매력 인 활동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무엇보다 요한 것은 그들이 

학습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성격  특성과 흥미 등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학습으로 

몰입경험의 기회를 늘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등학교 아동들의 몰입경험을 이해하기 

해서는 이들의 학업성취와 학습에 정 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한 학습 환경과 이러

한 환경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몰입 상을 보다 생생하게 탐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의 특성을 밝히는데 목

을 두고 있다. 등학교 아동기는 성격이 완 히 분화되지 않은 상태이며, 발달과정상에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문지나 질문지를 통한 검사방법과 연구 참여자와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을 통한 질  연구방법을 병행하 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등학생들의 일상

생활의 경험과 삶의 맥락에서 느끼는 주  몰입이란 어떤 것이며 학생들의 몰입경험과 련

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함께 탐색하면서 그들의 삶을 해석하고 심층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연구의 결과는 최근 사회  심이 고조되고 있는 학습몰입과 학습자의 학습성격유형에 맞는 

수업방법과 환경을 제공하고, 학업성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련 로그램의 제작과 다양

한 교육활동 계획  실천, 그리고 등학생의 한 학업상담을 개하는데 필요한 경험  자

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상정하 다.

1. 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라 학습몰입도는 차이가 있는가?

2. 등학생의 몰입행동 특성은 무엇인가?

2-1. 등학생이 느끼는 몰입의 일반  특성은 무엇인가?

2-2. 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별 몰입의 특성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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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학습성격유형

학습유형은 사람들이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방식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Brown, 1998), 이를 보다 의 으로 정의하면 학습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행동양식으로 학습습

, 학습요령 등을 총 하는 복합 인 학습자의 특성이며, 새로운 개념이나 원리를 학습해 나가

는 과정에서 개개인 나름 로 지식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임창재, 1994). 

Kirmsky(1982), Luych(1981), Pizzo(1981), Weinberg(1983), Wheeler(1980)은 학습유형이 수업의 

질을 개선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한 변인을 연구하면서 학습지도의 방법을 학습자의 선호에 

맞도록 하면 학업성취의 수 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 주장하 다. 학습상의 문제는 성격유형

에 따라 학습 방식이나 선호하는 교수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일방 으로 모든 학생

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발생한다(Keirsey 외, 1978). 본 연구의 이론

 기반이 되는 학습성격유형은 연우심리연구소에서 심리 으로 구분한 학습유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U&I 학습성격유형 검사는 학생이 학습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행동  태도를 진단하

는 부분과 Keirsey 이론에 근거하여 학습과 련된 개인의 성격 양상을 알아보는 두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역은 학습행동 검사로서 학업과 련된 학습자의 정서  행동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6개의 하  척도(반항형, 완벽주의형, 고군분투형, 잡념형, 만족형, 외골수형)로 

나눠진다. 두 번째 역은 학습성격유형 검사로서 성격에 따라 선호하는 학습 방식이나 교수 방

식 등을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4개의 하  척도로 나눠진다. 하  척도 4가지로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의 기본 학습성격유형과 이것들을 조합한 10가지의 학습성격유형을 합하

여 총 14가지의 학습성격유형으로 조합 분류하 다(김만권, 한종철, 2001).

김만권, 이은정(2003)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진로성숙도  진로흥미에서 학생의 학습성격

유형을 14가지로 구분하여 각 유형별로 진로성숙도와 진로흥미를 살펴본 결과, 학습성격유형의 

특성에 따라 진로흥미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 다. 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사이버 공간

의 몰입 정도를 알아본 연구(이소희, 2006)에서는 외향 (E)인 남학생보다 내향 (I)인 남학생이 

인터넷 게임의 몰입도가 높으며, 여자의 경우 내향 (I)인 여학생보다 외향 (E)인 여학생이 인

터넷 게임 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우성(2010)은 학생의 학습성격유형과 학업성취

도와의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규범형> 행동형> 탐구형> 이상형의 순서로 학업성취도 수를 

잘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학습태도, 수학  자기 효능감, 수학활동 지속 능력 기 , 수학 

활동수행 능력 기 에서 모든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생의 학습성격유형과 

학업성취도의 계를 규명한 연구(정은진, 2009)에서는 학습자의 학습성격유형은 학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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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학습성격유형에 따라 학업성취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

혔다. 황운구(2007)는 학습유형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 학습 성향에 한 연구에서는 

학습성격유형 간에 수학학습방법과 문제풀이과정에서 그 특징과 차이 을 발견하 으며, 수학 

학업 성취도는 학습성격유형 간에 탐구형과 규범형이 행동형과 이상형보다 평균이 높게 나타났

으며 탐구형과 규범형이 행동형과 이상형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경아외 5명(2004)이 학

습성격유형  공 만족도에 따른 학업성취 련 변인에 한 연구에서는 학습성격유형  규

범형은 학습 략을 가장 잘 사용하며, 학습동기  학업성 이 높은 반면, 이상형은 이들 학업성

취 련 변인 수가 낮아 학습성격유형과 학업성취 련 변인 간에 유의미한 계를 보 다. 우

리나라의 학습성격유형에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학습성격유형이 수업의 질을 개선하

고, 학업성취와 학습효과를 높여주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보다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변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이 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한 변인이라는 가정 하에 등학교 아동들의 학습성격유형이 학습몰입의 특성을 밝

히고자 질 연구와 양 연구를 병행하여 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 상 계

와 학습몰입 행동 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학습몰입(Learning Flow)

몰입이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일에 완 히 푹 빠져 시간 감각조차 잃어버리고 주변상황에 

 의식하지 못하며 그 일에 완 히 흡수되는 정신 , 신체  상태로 1975년 Csikszentmihalyi

의 ‘Beyond Boredom and Anxiety’라는 문헌을 통해 처음 언 되었다.

Csikszentmihalyi(1975)는 삶이 고조되는 순간,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이

거나, 물 흐르듯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상태라는 의미로 ‘flow’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몰입의 개념을 이해하기 한  다른 개념은 바로 ‘ 정경험(정상경험; peak experience)'이

다. 정경험이란 한 개인에게 있어 특별히 즐겁고 흥분된 순간으로, 자기 자신에 한 고유의 

가치를 느끼면서 자신의 존재를 정 으로 보게 되는 경험이다. Csikszentmihalyi(1975, 1997)

는 몰입경험에서 일어나는 아홉 가지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①도 과 능력의 조화(challenge-skill balance) :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실행 가능한 일이라

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에 완 히 몰입하기가 수월해진다(Csikszentmihalyi, 2006). 

②행 와 의식의 통합(action-awareness merge) : 몰입 상태에 있는 학습자는 학습 활동과 인

식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 활동이 자발 으로 는 로 이루어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김진호, 2002).

③명확한 목표(clear goal) : 분명한 목표를 미리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해 단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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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몰입 경험을 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2006). 

④구체 인 피드백(unambiguous feedback) : 구체 인 피드백을 통해 몰입상태에 있는 사람

은 이러한 순간 이고 구체 인 피드백을 스스로 제공함으로써 수행을 더욱 발 시킬 수 

있다.

⑤과제에 한 집 (concentration on the task) : 몰입 상태에서의 강렬한 집 력은 외부의 

사소한 자극들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든다(Csikszentmihalyi, 2006). 

⑥통제감(sensc of control) : Csikszentmihalyi(2006)는 통제감이란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로 일이 진행되도록 만들 수 있는 가

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보았다. 

⑦자의식의 상실(loss of self-consciousness) : 몰입 상태에 빠지면 자신의 문제와 주변 환경은 

물론, 자기 자신의 존재마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강력한 주의집 에서 나오는 결과

이다(Csikszentmihalyi, 2006). 

⑧시간 감각의 왜곡(transformation of time) : 몰입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당면한 과제의 활동에 

맞추어 시간을 인식하기 때문에 시간 감각에 한 왜곡이 발생한다(Csikszentmihalyi, 

2006). 

⑨자기목  경험(autotelic experience) : 최  경험의 핵심 요소는 그 경험 자체가 목 이라

는 것이다. 미래의 이익에 한 기  없이 단순히 그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보상이 되는 

행동을 의미한다(Csikszentmihalyi, 2006). Mayers(1978)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성이나 태

도보다 수업에서의 몰입 경험의 정도가 학생들의 성 을 더욱 잘 언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Massimini와 Carli(1988)는 몰입 경험이 높은 학생들이 몰입 경험을 더 

게 보고한 학생들보다 공부할 때 주  만족감이 높아진다고 하 다.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2000)의 연구에서는 가정의 도 과 지원 정도에 따라 학교생활에서도 교사에 

한 태도, 친구들에 한 태도, 안정감, 학교에 한 일체감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은주(2001)는 학생을 상으로 몰입에 한 학습 동기와 인지 략과의 

계를 조사하 다. 연구 결과, 내재  동기  자율  외재  동기가 높을수록, 심층  인지

략  인지 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몰입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익과 

김연경(2006)은 학습몰입 요인들과 몰입수 , 학업성취 간의 련성을 규명하 는데, 학습

몰입에 가장 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습자 동기이고, 학습자의 몰입수 은 학업성취에 유

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계보경(2007)은 증강 실(Augmented Reality)기

반 학습에서 매체특성, 존감(Presence), 학습몰입(Flow), 학습효과의 계규명을 통해 증

강 실기반 학습에서 매체활용의 효과성 구조를 밝히고자 하 다. 연구결과 학습자의 몰입

이 만족도, 지식‧이해, 용 측면의 학습효과성을 검증하 다. 임 화(2010)는 수업에 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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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아동의 경험과 교사의 수업행동 특성에 한 연구를 조사하 다. 연구 결과, 아동이 

높은 빈도를 보이는 몰입행동으로는 ‘주의집 ’, ‘ 극  행동’, ‘상호작용  행동’으로 나타

났다. 석임복(2007)은 등학생들의 경우 내재  동기성향이 정의  역의 학습 몰입도에 

가장 큰 향을 미치며, 자율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 성향 두 가지가 인지  역의 

학습 몰입도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한 학업성취도에는 학습동기 보다 학습몰

입이 좀 더 향을 다고 하 다. 정혜  등(2004)은 등학교 아동이 수업에 몰입하는 맥

락에 한 질  연구를 실시한 결과 수업내용이 등학교 아동의 삶과 한 ‘ 련성’을 

갖고 있을 때, 수업방법이 신체를 부분  혹은 체 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활동성’을 나타

낼 때, 수업내용과 방법에서 아동이 극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내리는 ‘주도성’이 있을 

때, 그리고 수업내용과 방법이 실제로 실세계에서 나타나는 ‘진정성’의 특징을 나타낼 때 

아동은 수업에 몰입하 다고 밝혔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도의 차이와 몰입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 K시에 소재한 등학교 5학년을 상으로 학습자 각각 남학생 66명과 여학생 54명 총 120명

을 상으로 학습성격유형, 학습몰입 수 을 검사하 다. 그  불성실하게 응답했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표기한 3명을 제외한 117명의 자료가 통계  분석에 사용되었다. 학습성격유형 검사 

결과에서 도출된 학생들을 상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을 수행하기 해 연구

의 목 과 차를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승인을 얻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몰입경험에 한 느낌을 생생하고 심층 인 자료를 얻고자 하 다. 특히 아동을 통해 직

 수집할 경우 자신의 경험에 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단하 기 때문이

다. 포커스 그룹인터뷰의 참여자 황은 A그룹, B그룹, C그룹 총 24명으로 각 유형별 1~3명씩 

구성되어 자료를 수집했다. 면담 연구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각 유형별 1〜2명씩 구성하여 자료

를 수집했다. <표 1>은 학습성격유형별 분포를 나타낸다. 총 117명의 분석 상  행동규범이

상형(32.5%), 행동규범형(11.1%), 규범탐구이상형(10.3%)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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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학습성격유형별 분포

학습성격유형 N %

행동형 7 6.0

규범형 8 6.8

탐구형 1 0.9

이상형 7 6.0

행동규범형 13 11.1

행동탐구형 0 0.0

행동이상형 3 2.6

규범탐구형 3 2.6

규범이상형 8 6.8

탐구이상형 0 0.0

행동규범탐구형 7 6.0

행동규범이상형 38 32.5

행동탐구이상형 10 8.5

규범탐구이상형 12 10.3

합계 117 100.0

 

2. 연구도구와 자료수집

1) U&I 학습성격유형검사

본 연구를 해서 연우심리연구소에서 실시하는 U&I 학습성격유형 검사로 실시하 으며, 

U&I 학습성격유형 검사는 학습성격을 분류하는 52문항과 학습행동을 분류하는 54문항 그리고 

학습 략 58문항으로 이루어진 총 164문항인 검사이다. 학습성격유형은 학습과 련된 성격 유

형 4가지로 구분하 는데,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으로 4가지 요인의 내 일치도 계수는 

행동형 0.70, 규범형 0.68, 탐구형 0.63, 이상형 0.64로 반 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강경미, 

2003).

2) 학습몰입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몰입 수 을 측정하기 하여 석임복과 강이철(2007)이 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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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사용하 다. 본 척도의 문항 수는 35문항이며 각 하  변인별로는 도 과 능력의 조화 4문

항, 행 와 의식의 통합 5문항, 명확한 목표 2문항, 구체 인 피드백 5문항, 과제에 한 집  

3문항, 통제감 2문항, 자의식의 상실 5문항, 시간감각의 왜곡 3문항, 자기목  경험 6문항이다. 

Likert 5단계 평정 척도법을 사용하 으며, 하  변인별 문항 신뢰도를 검사한 결과 Cronbach 

a 계수는 .958이고, 하 요인별 신뢰도 범 는 .710〜.863로서 비교  양호하게 나타났다. 

3)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와 개인 심층면담

Morgan(1997)는 포커스그룹이란 “어떤 집단에서 발견되는 상호작용이 없다면 얻기 어려운 

데이터와 통찰력을 생성하는 집단 상호작용의 명확한 활용이다.” 한 포커스 그룹은 목 , 규

모, 구성, 과정에 있어서 특수한 형태의 그룹이며(김성재 외, 2000),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

해 사고가 활성화되고, 언어  표 이 자극되고, 주제에 한 풍부한 자료가 도출될 수 있는 연

구방법이다(Krueger, 1998; Morgan, 1995). 본 연구에서 포커스 그룹인터뷰는 반구조화된 형식

으로 이루어졌다. 등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몰입경험의 느낌, 생각, 주변 환경 등을 

래들간의 직 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유롭게 표 되고 풍부한 자료를 얻는데 합한 방법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개인 심층면담은 포커스 그룹인터뷰 과정에서 래들의 반응에 

민감하여 자신의 솔직한 이야기를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연구참여자들에게서 더 많은 자료를 수

집하기 하여 개인별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 다.

3. 자료분석 및 연구절차

1) 양  분석

본 연구에서 양  연구의 자료 분석은 통계  분석을 해 SPSS 19.0 for Windows 통계 로

그램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처리하 다.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 다.

2) 질  분석

본 연구의 질  근의 자료 분석은 반복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으로서 

반복  비교분석법은 Glaser & Strauss(1967)가 개발한 근거이론에서 한 상을 설명하는 이론

을 개발하기 한 질  자료의 분석법으로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그 후의 연구자들이 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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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할 때 이론의 개발을 목 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반복  비교분석법의 과정만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졌다(Ezzy, 2002). 반복  비교분석법의 과정은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으

로 요약할 수 있다. 개방코딩은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의 녹취 자료를 반복 으로 

청취하고, 수집된 자료의 특정 부분이 연구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과 진술한 내용  

여러 번 반복되고 있거나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반복 으로 읽는 작

업을 통해서 의미 있는 주제를 추출해내었다. 그리고 1차 코딩에서 만들어진 임시  범주체계에 

따라 다시  자료를 반복 으로 검토하여 2차 코딩의 사 작업을 비하 다. 범주화는 1차 코

딩으로 범주화된 주제들에 해 2차 코딩의 과정에서 새롭게 삭제되거나 추가됨으로써 새로운 

범주체계로 변화되었다. 개방 코딩 단계의 원 자료와 비교하면서 확인하는 차를 반복 으로 

비교하여,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구성된 범주가 수집된 자료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단하면 범

주를 확정하게 되고, 원래 자료에 비추어 수정되어야 할 내용이 발견되면 범주를 수정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범주를 보다 강력하게 뒷받침해  수 있는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

던 자료를 새롭게 발견해 재수정을 반복하 다. 그리고 통합 인 설명을 해서 일반화된 문장

으로 각각 기술하 으며, 이 게 기술된 내용을 통합하여 쓰기로 진술하여 분석단계를 마치게 

되었다. 

3) 연구의 신뢰성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연구자는 주  상에 한 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다양

한 객 화와 타당화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 다. 이에 연구자는 Denzin(1970)이 질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해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과 연구 상학교의 연구교사로서 자료

수집  과정에 참석한 교사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member check), 동료 검증(peer 

examination)을 실시하 다. 첫째, 포커스그룹인터뷰와 개인 심층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방법은 

한 가지 자료 수집에서 오는 자료의 편 함과 해석상의 왜곡을 이고 각각의 자료가 서로의 

단 을 보완해 으로써 타당하고 신빙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둘째, 본 연구

를 승인한 연구교사로부터 연구자가 연구수행당시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왜곡하지 않고 제 로 

해석하 는지, 연구자의 표   기술이 정확하고 공정한지, 분석과정에서 빠뜨리거나 임의로 

추가된 사항은 없는지, 그리고 연구결과의 주제가 제 로 참여자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지 등

을 검토하 다. 그래서 연구자는 자료 분석을 통해 발견된 주제나 연구 결과, 연구보고서의 안

을 연구 교사에게 보여주고 잘못 기술된 부분, 잘못 해석된 부분, 잘 된 부분, 왜곡된 부분, 생략

된 부분들을 찾아서 비평해  것을 부탁하 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해석한 자료의 

주 성을 배제하고 내부자  으로 내부세계를 보여주고자 노력하 다. 셋째, 동료 검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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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개인  선호와 성향을 제거하기 한 작업으로 연구자가 가지는 이 편  되거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연구참여자들의 세계에 한 편견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

이다(변정  외, 2007). 먼  연구자가 1차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자료에 해 동료 분석자

가 2차로 분석하는 작업을 하여 내용 확인하는 작업을 하 다. 그리고 지도교수인 감수자로부터 

분석된 자료에 한 의견을 받은 뒤 이를 반 하 다. 분석 자료에 참여해  이는 연구자와 같은 

학원에 재학 인 교육상담 공 석사과정 동료로서 지속 인 면담을 통해 자료의 분석에 

한 검토와 조언을 받았다. 한 서로 불일치를 보이는 부분에 해서는 충분한 의를 통해 조

하 으며 이를 수정하여 다시 검증과 조언을 받는 형식을 취하여 분석과정에서 오류가 없었는

지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하 다.

4) 연구 차

본 연구는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수행되었으며, 집 인 자료 수집은 2012년 3월부

터 4월 말까지 이루어졌다. 이 기간 동안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기 하여 학습성격유형과 학

습몰입검사를 실시하 다. 각 학습성격유형별 연구참여자를 추천받아 연구참여자들과의 포커스 

그룹인터뷰와 개인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연구에 한 자료를 수집하 다. 

Ⅳ. 연구결과

1. 학습성격유형에 따른 학습몰입도의 차이

1) 학습몰입 변수별 상 계

<표 2>는 학습몰입 변수별 상 계를 나타낸다. 모든 변수 간 p<.01수 에서 통계 으로 유

의하 으며 상 계수는 최  .572 이상으로 높은 정  상 계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상

계를 보인 변수는 자의식의 상실(.839), 과제에 한 집 (.787), 통제감(.759)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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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1 2 3 4 5 6 7 8 9

1.도전과 능력의 조화 1

2.명확한 목표 .679** 1

3.구체적 피드백 .748** .676** 1

4.과제에 대한 집중 .787** .742** .719** 1

5.통제감 .649** .698** .705** .759** 1

6.행위와 의식의 통합 .764** .669** .715** .772** .679** 1

7.자의식의 상실 .649** .715** .660** .736** .839** .700** 1

8.시간감각의 왜곡 .703** .572** .610** .682** .663** .709** .708** 1

9.자기 목적적 경험 .719** .715** .701** .746** .755** .666** .766** .704** 1

<표 2> 학습몰입 변수별 상 계 

** p<.01

2)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 평균 

<표 3>은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의 평균을 나타낸다. 일원분산분석을 해서는 정규성이 

가정되어야 한다(김재철, 2008; 성태제, 2011). “즁”삼극한정리에 의해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클 

때(n>30) 모집단의 분포와 상 없이 정규분포가 성립되지만(성태제, 2005), 학습성격유형별 집

단은 표본수가 으므로 정규성 검증을 실시 후 정규성이 가정된 집단만을 활용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 다.

학습성격유형 N M SD F
정규성

검증
사후검증

행동(a) 7 2.91 0.89

2.478* 

.20

b<g

규범(b) 8 3.23 0.19 .17

이상(c) 7 3.10 0.48 .20

행동규범(d) 13 3.40 0.39 .16

규범이상(e) 8 3.35 0.47 .13

행동규범탐구(f) 7 3.60 0.93 .14

행동규범이상(g) 38 3.74 0.62 -

행동탐구이상(h) 10 3.30 0.70 .20

규범탐구이상(i) 12 3.06 0.98 .20

평균 110 3.42 0.70

<표 3> 학습몰입 평균비교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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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은 학습성격유형별로 학습몰입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체 으로 3.42의 평균을 보

으며 p<.05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행동규범이상형(3.74), 

행동규범탐구형(3.60)이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으며 규범탐구이상형(3.06), 행동형(2.91)으로 낮은 

평균을 보여주었다. 세부변인별로 살펴 도 행동규범탐구형과 행동규범이상형이 높은 평균을 

나타내주었으며, 행동형, 이상형, 규범탐구이상형이 체로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그리고 학습

몰입 요인별로는 과제에 한 집 요인, 시간감각의 왜곡요인, 자기 목  경험요인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 다.

2. 초등학생의 몰입행동의 특성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은 땀 흘리고 재미있어 시간가는  모르는 활동, 좋아하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활동에 보다 쉽게 몰입하며 몰입의 결과로 주어질 보상과 성과를 소망할 

때 더 몰입하는 반면 부모나 교사의 기 가 부담으로 느껴질 때는 몰입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

하 다. 아동들이 몰입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 흥미와 

호기심, 더 잘 하고 싶다는 소망이었으며 자신이 몰입하 음을 인식할 때 이들은 머리도 마음도 

즐거운 것을 경험하 다. 아래에서는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는 FG, 개인면담은 

II로 제시하 다.

1) 등학생이 느끼는 몰입의 일반  특성

땀 흘리고 재미있어 시간 가는  모르는 활동이 좋다.

등학교 아동들은 몸으로 직  체험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에 지를 충분히 발산할 수 있

는 활동 인 학습상황에서 무 재미있고 시간가는  모르게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나는 체육이 좋아, 축구 시합 할 때 땀도 흘리고 막 뛰고 재 고 시합에서 이기면 기분 좋고 체

육시간에 축구경기하면 정말 힘든 도 모르고 시간도 빨리 가잖아(경호, 4월 30일, II).

수학문제를 풀때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친구들하고 땅따먹기 게임을 하면서 수학배수로 

했어요. 1,2,3숫자를 가지고 1을 가지면 1의 배수만큼, 2를 가지면 2의 배수만큼..... 략 정말 재 었

어요. 더 하고 싶어지고 재 는 놀이처럼 게임을 하니깐 공부가 잘 어요(정인, 4월 17일, FG).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계가 나를 몰입하게 한다.

등학생들이 학습하고 성장하기 해 자신이 처해있는 환경과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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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 으로 학습활동이나 과제에 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요한 타인, 

교사나 부모의 심과 인정이 주어지는 활동에 자신감을 가지며 더 몰입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의 몰입경험에 있어서 계는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구하고 선생님이 잘한다고 나보고 해보라고 할 때 자신감도 생기고 더 잘하고 싶고 공부할 때

도 더 잘되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마음에 성취감도 있고요(수민, 4월 24일, FG).

선생님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깐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숙제도 잘하고 시험도 잘 치고 싶

고 그래서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해요(서 , 4월 24일, FG). 

성과와 칭찬을 소망하며 열심히 한다.

등학교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의 칭찬과 보상을 얻고자 노력하고, 성취했을 때 즐거움과 자

신감을 가지며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들은 어떤 과제가 주어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좋

은 결과를 성취하고 그에 따른 칭찬과 보상을 받았을 때 몰입경험을 한다고 이야기하 다. 

열심히 했으니깐 당연히 상을 받을꺼라 생각했어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공

부도 잘되고 기분도 좋고 힘들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잖아요. 당연히 상을 받아야지 즐겁지 않나요

(채민, 4월 19일, FG).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가며 몰입의 과정을 경험한다.

아이들은 마냥 어리지 않다.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목표를 이루기 해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니 몰입하게 되고 몰입하면서 자신감도 경험한다. 그들의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몰입경험을 

삶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유도할 때 00만큼은 내가 이겨야겠다고 목표를 잡고 하면 경기에 몰입도 되고 자신감도 있고 이

번에 간고사도 이 과목만큼은 내가 백 을 맞겠다고 목표를 잡으면 집 도 더 잘되고 공부할 맛

이 나서 더 기분이 좋아요.(승환, 4월 19일, FG).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하면 공부하면서  내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내가 잡은 목표

만큼 성 이 나오면 기분이 아주 좋죠 목표가 딱 있으니깐 집 도 잘되고요(홍주, 4월 19일, FG). 

흥미와 호기심으로 더 몰입해 간다.

흥미와 호기심은 창의 인 업 을 보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요한 특성이다. 미국에서 

최 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앨리트 마이컬슨은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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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 왜 그 일을 했느냐고 묻자. “ 무 재미있었거든!” 이러한 일화가 주는 의미는 등학교 아

이들에게서도 같이 나타났다.

(책이랑 공책을 보여주면서) 캐릭터 뿐이죠. 손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캐릭터를 그려서 말풍선으

로 사회공부를 했더니 재미도 있었고 캐릭터 하면서 치를 안 서 엄마한테 보여 줬어여 오~하던

데요 치를 안 서 집 해서 몰입하고 막 자랑하고 싶었어요(서진, 4월 12일, FG).

나는 수학이 좋아요 다른 애들은 수학을 싫어하는데,.. 수학문제를 풀 때도 자꾸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 싶고 수학문제도 만들어 보고 그냥 재 고 좋아서 더 많이 하나 요(진희, 4월 12일, II).

머리도 마음도 즐거워한다. 

등학교 아동들이 일상생활  학습상황에서 몰입하다 보니 머리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다고 표 한 것처럼 몰입 경험은 그 순간에 이들의 기분을 한결 좋게 해주며,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육체 , 정신  잠재력을 느낄 수 있게 해 다. 어떤 활동에서 몰입경

험은 아주 정 인 경험을 안겨 다. 이처럼 몰입경험은 그들의 성장에 바람직한 향과 정

인 결과를 가져오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

몰입을 하고 계속 집 하게 되고 집 하니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가 즐거워하

고 있으니깐 집 하면서 몰입도 하고 머리도 즐겁고 마음도 즐겁고..( 진, 4월 30일, II).

몰입을 자꾸 생각하니까 몰입도 잘되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몰입은 즐겁고 행복하고 꼭 필요하다

는 생각이 들었어요(은미, 4월 30일, II).

공부를 잘 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몰입을 채 질한다.

연구참여자 부분이 몰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공부에 몰입하고 싶다고 이야기 하

다. 왜 아동들은 하기 싫다는 공부에 몰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자료수집 과정에서 나타

난 하나의 요한 사실은 이들의 몰입경험의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학

교에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학교에서 주어진 환경과 과제수행활동에서 자신의 유능

성을 발견하고 성취감을 맛보며, 학교생활을 즐기면서 꾸 한 성장의 길을 가며 스스로 힘을 얻

는 것으로 보인다.

공부하는데 몰입이 잘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는 해야하고 어차피 한다면 몰입해서 잘하고 싶

어요...그럼 힘도 나고 즐겁고...아무튼 좋잖아요(지원, 4월 26일, F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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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을 쳤는데 몰입했어요. 그런데 시험이 즐겁지는 않잖아요. 공부하면서 몰입하면 시험도 즐겁

고 공부도 좋을 것 같아요(민수, 4월 24일, FG).

부모의 기 와 부담은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등학교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경험의 부분은 공부와 성 이 연결되어 부모나 

교사, 친구 계에 향을 미쳐 과제에 한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행동특성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기 와 심은 몰입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작용하지만 과도한 기 와 부담은 몰입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빠가 수학 수 낮으면 엄마 닮아서 수학을 못한다고 맨날 놀리거든요. 수학을 못하면 엄마 때문

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맨날 수학 수를 제일 먼  물어보고..그래서 걱정돼요(서은, 4월 16일, FG).

공부할 때 나도 열심히 하고 100  맞고 싶죠 근데, 엄마가 자꾸 목표는 높게 잡아야 한다고 무

조건 100  맞으라고 하니까 집 도 안 되고 더 하기 싫어진다니깐요(민구, 4월 30일, II). 

2) 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별 몰입의 특성

규범형: 계획과 완수가 습 이 되다.

규범형 아동들은 정해진 일과가 있는 가운데 계획을 세워 책임과 성실한 태도로 일을 해나가

는 과정에서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책임과 성실은 규범형 아동들에게 몰입경험의 가장 

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계획표 로 하면” “습 이 돼서” 이들은 계획 로 차근차근 학

습을 해나가면서 재미를 느낀다.

계획 로 하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계획표 로 하면 더 재 고 몰입하는 것 같기도 해

요(진호, 4월19일, FG).

습 이 돼서 집에 오면 학교홈피 확인하고 숙제랑 비물 챙기고 학원갈 시간되면 학원가고 책 

읽고, 그래서 그런지 더 집 도 되고요( 우, 4월 20일, II).

탐구형: 호기심이 도 을 가져온다.

탐구형 아동들은 지식을 탐구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을 통해 희열을 느끼며, 학교나 일상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한 몰입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호기심으로 새로운 발견과 도 은 

탐구형 아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만든 수학문제”를 풀이하

는 과정에서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성취감과 희열을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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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든 수학문제를 다른 친구들이 풀어 보게 해서 못 풀면 희열을 느껴요. 이번에도 내가 해냈

다는 그런 성취감도 느끼고, 내가 만든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다른 애들이 모르는 방법을 설명해달

라고 해서 했더니 애들이 와~하죠 나만의 문제를 만들 때 기분이 무 좋아요(유민, 4월 12일, FG).

규범탐구형: 오늘은  무엇을 만들지?

규범탐구형 아동들은 독창 이고 창의 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

을 주는 일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만들기는 규범탐구형 아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요

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다 만들고 나면”, “내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 아이들은 아주 

기분이 좋고 이를 해  무언가를 만든다.

종이 같은거나 내가 좋아하는 만들기 할 때 다 만들고 나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만들기 시험이 

있다면 몰입해서 일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승민, 4월 13일, FG).

강변에서 내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좋았어요. 

만들기 할 때는 정말 아무생각 없어요. 그냥 좋아요(순민, 4월 24일, FG).

행동규범탐구형: 최고를 향하여 나아간다.

행동규범탐구형 아동들은 자신의 과제수행에서 자신이 1등과 최고가 되는 조건을 목표로 했

을 때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집 하고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최고는 행동규범탐구형 아

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고, 이 게 최고가 되기 해서 자신감을 가지며 더 잘하고 싶은 성취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은 기분이 좋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기고. 공부하는데 몰입

해서 100  맞으면 엄마가 기분 좋게 말하는데 운동은 1등해도 그냥 그래요. 나는 공부도 운동도 최

고가 좋아요(도윤, 4월 30일, II).

행동규범이상형: 목표가 나를 몰입하게 한다.

행동규범이상형 아동들은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목표는 행동규범이상형 아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올백을 목표로” 정신없이 몰입하여 시간가는 을 모른다.

올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공부할 때마다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까 걱정도 되고...그래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 게 걱정하지 않아요. 잘 못해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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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하면 되잖아요(해인, 4월 12일, FG).

행동탐구이상형: 도 하는 내가 뿌듯하다.

행동탐구이상형 아동들은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형으로 도 과 목

표설정은 행동탐구이상형 아동들의 몰입에서 가장 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배드

민턴 칠 때”, “목표를 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때 힘든 것도 잊고 몰입한다.

배드민턴 칠 때 힘든 것도 까먹고 이겨야겠다고 마음먹고 경기에 몰입해서 이기면 뿌듯하고, 공

부할 때도 목표를 잡고 이번에는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공부에 몰입했더

니 더 잘 지 뭐에요(규진, 4월 19일, FG).

Ⅴ. 논의

본 연구는 등학생의 학습성격유형에 따라 학습몰입도의 차이와 몰입행동 특성을 알아보기 

해 수행되었다. 등학생들이 느끼는 주  몰입이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학생들의 몰입경

험과 련하여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 다. 본 연구를 통해 밝 진 

주요한 결과를 심으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성격유형별 학습몰입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체 으로 3.42의 평균을 보 으며 

p<.05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행동규범이상(3.74), 행동규범탐구

(3.60)가 높은 평균을 보여주었으며, 행동규범(3.40), 규범이상(3.35), 행동탐구이상(3.30), 규범

(3.23), 이상(3.10), 규범탐구이상(3.06), 행동(2.91)순으로 낮은 평균이 나타났다. 학습몰입 요인별 

평균을 비교한 결과, 도 과 능력의 조화요인, 명확한 목표요인, 구체 인 피드백요인, 통제감요

인, 행 와 의식의 통합요인은 p<.05의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으나, 과

제에 한 집 요인, 시간감각의 왜곡요인, 자기 목  경험요인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는 통계

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 다. 

둘째, 질  연구를 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등학교 아동들은 자신의 신체  움직임

을 통한 학습상황에서 몰입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이 시기 

부분의 아동은 구체  조작기에서 형식  조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발달단계로서 아직은 

구체  사물과 자신의 신체를 움직이는 직 인 경험을 통해 사물과 상을 이해하는 것을 더 

친숙하게 여기고 재미있어 한다는 을 시사한다. Piaget에 의하면 활동은 지능의 성장에 지극

히 요하며 아동은 행 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는 행 에 의해서 일어난다. 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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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은 수업방법이 신체를 부분  혹은 체 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활동성’을 나타낼 때 수

업에 심을 보이고, 극 으로 참여하고, 교육활동에 몰입한다(정혜  등, 2004)의 연구결과 

역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아동들이 자신의 신체를 통해 능동 이고 자발 으

로 주변세계를 탐색하며 이해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진다면 아동들은 스스로 학습하

며 학습활동의 즐거움과 몰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등학교 아동들이 몰입 순간에 

여러 가지 유쾌한 정 정서를 느 다. 이들의 몰입경험에 수반된 정서는 ‘즐거움’, ‘행복함’, ‘만

족감’, ‘성취감’ 등 정 이고 유쾌한 것으로 표 되고 있다. 이들은 어떤 활동에서 몰입경험을 

느낄 때 그 활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강력한 이끌림과 자신이 좋아진다는 정 인 느낌을 받았

다. 이러한 결과는 등학교 아동들에게 몰입경험은 과제수행과 활동과정에서 매순간을 즐기는 

최고의 방법으로서 이들이 이러한 경험을 알아차릴 때 이러한 경험은 아동들에게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 음을 시사한다. 

Csikszentmihalyi(1997)는 몰입경험이 성격발달에 기여한다고 했다. 이에 등학교 시기는 정

인 성격형성과 자아존 감을 형성할 수 있는 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등학교 아동들이 

학교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의 몰입경험은 자신의 활동에 한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주며, 즐거

움과 만족감을 느끼게 해 다. 이러한 성취감과 즐거움에서 아동들은 정 인 정서발달과 성격

형성에 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 한 아동들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신체  경

험을 할 때, 직  체험할 때 더 강한 몰입을 경험한다는 , 그러한 몰입 과정에서 유쾌한 정서를 

느낀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이러한 알아차림이 자신이 앞으로 몰입경험을 더 해 나갈 수 있도록 

아동 자신을 안내하고 이끄는 경험이 되어 다고 보고하 다는 은 등학생들을 교육하고 조

력하는 성인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 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셋째, 등학교 아동들의 몰입경험의 부분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공부에 

몰입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에게 학교에서의 학업성 은 아동의 자존감에 

큰 향을 발휘하는 수단이자 경쟁의 통로가 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과 만족에 큰 

심 역할을 한다는 을 시사한다. 한 학업 인 성취는 교사와 부모, 래 계에서의 신뢰를 

유발하는 지표로 작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아동기는 경험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 의 

시기이다. 이들은 발달과정에서 교사나 부모의 기 에 맞추어 열심히 공부하는 것, 모범생이 되

는 것 등 외부환경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민감한 행동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등학교 아동들은 

몰입경험에서 교사나 부모, 요한 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 가장 몰입한다고 하 다. 이는 

등학교 아동들에게 몰입경험에 있어서 부모나 요한 타인으로부터 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

는 면이 요하게 드러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에게 교사나 부모 등 의

미 있는 성인들이 제공하는 정서  지지나 심은 아동에게 내 인 동기와 몰입의 계기로 작용

될 수 있음을 시사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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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등학교 아동들은 자신의 흥미와 심분야에서는 자발 이고 극 으로 자신의 과제

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더욱 자주 몰입을 경험한다고 하 다. 지식이나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요한 것은 아동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자체이다(Nichols, 1965; 김 천, 1998에서 재인용). 이처럼 등학교 아동들이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경험하도록 유도하기 해서는 그들의 성향을 잘 이해해주고 지

보다는 책임감을 갖고 사소한 활동에서부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취감을 자주 맛보

게 함으로써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조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제수행에 해 구체 이

며 체계 인 지도가 필요하며 과제수행의 향상으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들은 특정 과목에서 몰입하기가 힘들며 심지어 끔 하다고 표

하고 있었다. 그러한 과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아동들에게서 더 부정  반응이 많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아동 스스로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몰입을 경험하기 해서

는 아동들마다 제각각 흥미 있는 과목과 아동의 만족도와 몰입감을 높이는 활동을 악하고, 아

동의 특성에 부합되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흥미와 심분야에서 

자주 몰입을 경험하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이러한 몰입경험은  다른 활동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찾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학교  일상생활에서 아동들이 가지는 다양한 심을 

스스로가 탐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발 시킬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제공하여, 자신의 수 에 

합한 과제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과정에서 집 과 통제, 

그리고 극  참여의 측면에서 몰입을 생각해볼 때, 몰입 경험이 학습시간 단축  학습활동에 

한 참여를 진시켜주며, 궁극 으로 학업 성취향상이나 학업 성취에 정 인 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러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겠다(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den, 1993; Hoffman & Novak, 1996; Skadberg & Kimmel, 2004).

다섯째, 학습성격유형별로 상이한 학습몰입 특성이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들이 아동

들의 성격유형에 따라 교수-학습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 각 개인 학습자 모두가 자신

의 특성과 잠재력을 발휘시킬 수 있는 합한 학습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통계 으로 높은 평균을 보여  행동규범탐구형과 행동규범이상형 아동들의 몰입행동은 질

연구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들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해 과제

에 집 하며 스스로 잘 할 수 있다는 피드백을 주며, 자신의 활동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가지며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의 행동양상이 학습상황에서 높은 학업성취수

에 한 강한 욕구와 내  동기가 향을 미쳐 이들의 몰입수 과 높은 련이 있음을 나타내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은 고등학생들이 학습상황에서 스스로 계획하고 자신의 이해정도

를 검하고 능력과 난이도를 조 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학습몰입도가 높다는 이재신(200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 행동규범탐구형 아동들은 행동형이나 규범형에 비하여 성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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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강하게 드러내고 남보다 뒤떨어지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목표지향 인 성격특성을 보여 주

었다. 그러나 승부욕이 강한 만큼 자신의 과제수행에서 지나친 경쟁의식과 열등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결과를 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과제수행 과정에서 몰입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켜 심리 인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과제수행을 하도록 도움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동규범이상형 아동들은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심이 많기 때문에 능력만큼 학습수행을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모와 교

사는 이러한 성향을 이해하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요하기보다는 자발

으로 과제수행에 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질  분석 결과 탐구형 아동들은 

가장 많은 몰입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호기심과 흥미는 몰입경험에 선행되어 일어

나는 핵심 변인이다(Csikszentmihalyi, 1996;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02). 호기심과 흥

미는 활동에 한 내  동기를 직 으로 유발하고 진하는 기능을 한다(Deci & Ryan, 1985; 

Schiefele, 1991)는 은 탐구형이 새로운 지식습득과 호기심으로 일상생활과 학습상황에서 충분

한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를 잘 설명해 다. 그러나 이들은 많은 

호기심으로 궁 한 것이 있을 때는 끝도 없이 질문을 퍼부어 기 때문에 부모나 선생님이 쓸데

없는 질문을 한다며 면박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몰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에 해 충분

히 인정해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북돋아주어 자신의 과제수행에 한 확신감과 자신

감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통계  분석결과 낮은 몰입수 을 보인 행동형과 행동이상형 아

동들은 질 연구에서도 교실에서의 학습활동에 몰입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와 놀이를 통한 활동에서는 새로운 환경에 극 으로 몰입하면서 시간 가는 것을 잊어버

릴 정도로 몰입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기택(2001)은 온라인 학습에서 성격의 외향성 수 이 높은 

학습자가 외향성 수 이 낮은 학습자보다 몰입수 이 높다고 보고하 다. 그 이유로는 극 , 

활동 이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간섭이나 개입에 별 향을 받지 않는 학습자의 외

향  성격이 온라인 학습에 몰두하는 동안 즐거움, 호기심을 느끼고 시간 흐름을 인식하지 못하

는 감성  몰입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 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고려할 때, 외향성을 가진 행동형과 행동이상형 아동들을 해 그 성격특성에 

맞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학습상황에서 몰입수 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략을 개발하여 

용할 필요가 있다.

규범형 아동들은 정해진 일과가 있는 가운데 계획을 세워 책임과 성실하게 일을 해나가는 과

정과 일정한 원칙과 규칙이 주어진 환경에서 더 잘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들이 체계

이고 계획 이고 일정한 원칙과 규칙이 주어진 환경에서 잘 응하는 특성으로 학교의 교실상

황에서 가장 많이 몰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나 교사의 기 에 

책임감을 느끼고 부응하고자 노력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기 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경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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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트 스와 불안이 몰입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여 학습몰입하 척도에서 낮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규범탐구형 아동들은 독창 이고 창의 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활동을 통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일에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들이 “만들기 시험

이 있다면 100 을 맞을 수 있을텐데”라고 보고한 처럼 등학교 아동들이 흡수하는 다양한 

지식과 이해를 단순히 얼마나 문제를 잘 푸는가에 심을 두어 평가하기 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성취에 하여 직  반성할 수 있는 기회와 실제 활동상황에서 과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 

등 다각 인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완 히 자신을 몰입함으로써 자아를 더욱 

강화시키고 공부는 더욱 즐거운 것이 될 것이다. 행동탐구이상형 아동들은 심 있는 활동에서

의 도 과 성취감을 통해 몰입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분명하

게 드러내는 유형으로 학업에 한 성취보다는 자신이 심을 갖는 일에 념하며, 그러한 활동

을 통해 자신감을 가지며 더 집 하고 몰입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학업성취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행동탐구이상형 아동들이 심 있는 분야에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 다면 학교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과제수행에 있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질  연구에서는 몰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학습성격

유형에 따라 아동의 몰입경험의 요소들은 독립 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서로 연결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공통 과 차이 이 나타나고 있다. 등학교 아동들이 자신의 삶의 맥락에서 교사, 부

모, 래 계에서 맺어지는 신뢰감과 친 한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 직 이고 자발 으로 활

동이나 과제에 근하며 사회  상호작용의 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상호  계에

서 오는 인정과 심, 칭찬, 보상은 이들에게 몰입을 경험하는데 있어 아주 요한 요인으로 작

용하는 공통 인 경험 특성으로서 부분의 아동들에게서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역시 간과되

어서는 안 될 요한 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들의 학습 련 성격 특성에 따른 몰입 양상을 이해하고 이러한 환경을 

진해 다면 아동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

의 몰입경험을 진시킬 수 있는 실제 인 교육 로그램  학교상담 장면에서 아동을 이해하

는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한다. 한 교육활동의 선정과 조직에 련된 방법

인 차와 지식에 한 아이디어를 발 시키는데 도움을  것으로 기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구표집 상을 K시에 거주하는 등학생 5학년으로 표집 상을 제한하 으므로 체 

등학생에게 일반화하여 용하기는 힘들며,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해서는 다양한 인구계층

과 상을 좀 더 확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몰입을 아동들의 

자기보고에 의존한 연구방법으로 탐구하 다. 이들이 몰입할 때의 생생한 모습을 몰입 순간의 

내  경험과 연결하여 살펴보기 해서는 인터뷰와 참여 찰을 병행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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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층면담과 참여 찰방법이 병행되어 아동들이 실제 수업에서 몰입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생

활 반에서 이들이 몰입하는 과정과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더 세 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

면 아동들이 보다 즐겁고 재미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더 의미 있는 자료가 생산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을 상으로 한 그룹면담과 개인면담으로 이루어져 

아동의 에서 도출된 것들이다. 부모나 교사의 에서 이들이 바라본 아동들의 몰입 경험

을 연구한다면 이와는 상이한 양상이 포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아동뿐 아

니라 부모나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러한 여러 주체의 과 경험의 상호연

성을 밝힐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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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Learning Style 

on the of Learning Flow
1)

Lee, Yoon-joo*

Ji, Yeon-j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elementary school students of its effect of learning style 

learning flow the means depending. The first elementary school 5th grade 120 people targeted 

learning style, check the of learning flow, learning style the difference between sub scale based 

on the of learning flow, second, the 24 people targeted focus groups and interviews the 

learning style and learning flow commitment have collected experience. the collected data is 

Constant Comparison Method analysis of iterative procedure was presented as the result of a 

research Study and interpretation are: first, when you compare the overall average learning 

style and learning flow. actual-spontaneous-routine-conceptual-specific learner of the learning 

flow sphere ride clear goal of sub factors, and actual-spontaneous-routine-conceptual-global 

learner of the feedback of the ritual in the relatively higher average integration factors. second, 

in the context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learning flow elements of the child's flow experience, 

depending on the learning style of nature are connected to each other by a variety of unique 

aspects, and note the difference. third, the flow experience of the children in the enjoyment, 

happiness, accomplishment, and so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a parent or teacher, couple, 

attention and recognition from their peers in an environment that is more often given to an 

flow experience. fourth, the children were the most flow experience at school. praise and 

reward the more flow experience in a given activity. fifth, children with physical activity and 

interest, a sense of pleasure and accomplishment through the activities you are interested in, 

when there was flow experience. sixth, more flow when flow. children involved in the study, 

and while I think the flow focus on interview techniques better flow experience. as such, 

information on this study, focusing on counselling and education, and discuss the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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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scene is limited and suggest the need for subsequent research. 

Key words: Learning Style, Learning Flow, Qualitative Research, Elementary Stud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