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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and understand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learning flow. Methods: 
A total of 22 nursing students were divided into three focus groups based on their experiences of learning flow 
in Universities U and S respectively in Gyeongsangbuk-do. Data collected from September to November 2016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ere analyzed via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Results: Theme 
clusters indicate various factors, phenomena, and results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flow. These clusters were 
"efforts to focus on oneself", "interaction with the learning environment", "connecting interest and learning", 
"breakoff of awareness of oneself and surroundings", "control of learning situation", and "self-growth".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arning flow of nursing students includes interaction with the learning environment, 
which contributes to positive effects on the improvement of learning satisfaction and self-growth.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elf-directed learning program for them based on learner characteristics to improve nursing 
students' learning flow. 

Key Words: Experience, Learning flow, Nursing student, Phenomenological study 

주요어: 경험, 학습몰입, 간호대학생, 현상학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Park, Hyun Ju
Department of Nursing, Uiduk University, 261 Donghae-daero, Gangdong-myon, Gyeongju 38004, Korea. 
Tel: +82-54-760-1774, Fax: +82-54-760-1179, E-mail: phj7281@hanmail.net

- 본 연구는 위덕대학교 2016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This work was support by Uiduk University Foundation Grant, 2016.

투고일: 2017년 6월 1일 / 심사완료일: 2017년 7월 17일 / 게재확정일: 2017년 7월 25일

글로벌 건강과 간호 제7권 제2호, 2017년 7월

Global Health Nurs Vol. 7 No. 2, 79-88, July 2017 ISSN 2233-5560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고 급변하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습자는 지식과 정보를 스스로 찾고 문제를 해

결하고자 탐구하는 자기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갖

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현장에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

이는 선행요건으로서 ‘학습몰입’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1].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최근 간호교육의 방향 또

한 학습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보건의료 현장에서 필요로 하

는 간호사 역량을 갖추기를 요구하는 성과중심의 교육이 강조

됨[2]에 따라 학업성취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생 중심의 

능동적인 교육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학습 몰입이란 다양한 교육환경에 노출된 학습자가 학업 상

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주의를 자유

롭게 사용하여 학습과정에만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최적의 심

리상태로서[3], 도전과 능력의 균형, 행동과 의식의 통합, 명확

한 목표, 구체적인 피드백,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의식 상

실, 시간감각 왜곡, 자기목적적 경험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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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최근 몰입의 개념이 학습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은 학습몰입 경험이 학습에 대한 흥미와 적극적 참여를 유발하

여 학습에 대한 내적 동기를 향상시키고 학업성취를 높이며

[4],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지녀 높은 삶의 질

을 창조할 수 있는데 기인한다[6,7]. 

이렇듯 몰입은 자신의 과업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와 계획, 목

적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행동 통제 등의 자기관리를 통하여 대

학생활의 적응과 만족을 이룰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반면 

학습몰입의 어려움은 자신감이나 삶의 질 저하, 대학생활의 부

적응과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스트레스의 심화와 

학업의 중도 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에서

도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8].

간호학과의 교육과정은 간호현장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

도록 하는 실무중심의 과학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학

습활동에서의 몰입은 수업에 대한 흥미와 문제집중적 사고를 

촉진시켜 학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뿐만 아니

라 학습몰입이라는 가치 있는 경험은 학습활동을 보다 도전적

이고 창의적인 과정으로 인지하여 간호문제와 간호에 대한 발

전지향적인 시각을 가지게 할 것이다. 반면 간호대학생은 이론

과 실습을 순환적으로 병행 학습해야 하는 변형된 형태의 교육

과정과 다른 학과에 비해 과중한 학습량, 국가고시에 대한 부담

감 등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9]. 따라서 간호대

학생이 이러한 교육적 여건 속에서 내재적 동기에 의한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자신의 학업을 성취하여 만족스런 대학생

활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재적으로 학습에 몰

입하는 형태와 관련 의미 및 영향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

하다. 

간호학 분야에서 학습몰입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학습몰

입이 셀프리더십,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며, 진로 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 

10,11]. 그리고 시뮬레이션 학습에서 메타인지와 학습몰입 수

준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2, 

13]. 이러한 연구는 주로 학습몰입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전반에 대한 경

험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인간

의 살아있는 경험을 지향하며 그 경험의 의미와 현상의 본질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학습몰입의 다양

한 현상과 학습몰입 경험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심

층적인 탐구는 학습자의 학습활동에 대한 이해를 도와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활동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경험의 의미를 파

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문제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경험

은 어떠한가?’이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경험의 의미와 구조를 기

술하기 위해 Colaizzi [14]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현상학적 연

구이다. 

2. 연구참여자 선정

연구참여자는 P시, K시 소재 2개 간호학과 2,3,4학년 학생

으로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에 동의하

는 자로 의도표집 하였다. 총 참여자는 22명으로 남학생 9명과 

여학생 13명이었고 학년별로는 2학년 6명, 3학년 5명, 4학년 5

명이었으며 이 중 복학생은 6명이었다. 초점집단 면담방법을 

이용한 목적은 집단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일반 학생과 복학

생간의 경험과 다양한 견해를 나누고 더욱 풍부한 자료를 얻고

자 함이었다. 초점집단은 동질성 확보와 분할 전략을 바탕으로 

하고, 집단의 크기와 수는 경험적으로 6~10명 정도의 크기와 

3~5개 집단이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15] 이점을 고려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대학 2,3,4학년 집단 1개, U대학 

군 휴학 후 복학생 집단 1개, S대학 2,4학년 집단 1개, 총 3개의 

집단을 구성하여 일반 학생과 복학생과의 차이점 및 학년별 차

이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연구자 준비 및 연구자의 선 이해와 가정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로 다양

한 질적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수편의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평소 가지고 있던 학생들의 학습몰입에 대한 선입견

을 배제하기 위하여 면담 시행 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

학과 교수 1인과 학습몰입에 대한 연구자의 선입견과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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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으며 심층적인 문헌고찰은 자료수집 이후에 시행하

였다. 또한 현상학적 판단중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자

기성찰을 하였다. ‘학업수행능력이 우수한 학생이 학습몰입을 

더욱 잘 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바쁜 수업 일정으로 인해 학

습몰입이 어려울 것이다’.

4. 윤리적 고려

연구수행 전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연구 

심의를 받았다(IRB번호: P01-201608-21-010). 연구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자유

의지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힌 대상자를 연구참여자로 선정하

였다. 연구 시작 전에 참여자에게 집단면담의 형태로 진행하

면서 상호간의 대화를 녹음할 것이며 익명을 사용하고 녹음 및 

필사한 자료는 연구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것이며 연구

결과 발표 후에는 녹음된 자료를 즉시 폐기 할 것을 알렸고 면

담도중 언제라도 참여자가 원할 경우 탈퇴할 수 있음을 설명하

였다. 또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을 설명하였고 이상의 모든 내용은 서면화된 동의서로 작성하

였다. 

5.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16년 9월부터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른 2016

년 11월까지 이루어졌으며 초점집단 면담은 각 집단별로 2회

에 걸쳐 시행하였고, 면담 시간은 1회당 1시간 30분 정도 소요

되었다. 면담은 참여자들이 수업을 마친 후 강의실이나 연구자

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면담진행은 학습몰입의 개념에 대

해 설명한 후, 근황이나 기분을 묻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하

여 연구 질문으로 옮겨갔다. 면담 시 연구자는 경청하는 자세로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으며 전체 

참여자가 골고루 의견을 발표할 있도록 하고 도중에 말이 끊어

지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면담 후에는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

각한 진술이나 요약에 대한 현장노트를 발표함으로써 참여자

의 말을 적절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였다. 면담 내용은 녹음하

였고 면담이 끝난 후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였다. 

본 연구의 면담 질문은 “학교 수업과 임상실습에서 경험한 

학습몰입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습몰입을 통하여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학습몰입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

가 있었습니까?” 등이었다.

6.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대상자의 경험을 직접 관찰할 수는 없지만 경험

은 인식하에 있으므로 지각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사실에 근

거하여 대상자의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둔 

Colaizzi [14]의 현상학적 분석과정을 이용하였다. 우선 필사

된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연구현상과 관련된 진술을 찾아

내어 의미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 및 연관 내용은 다음 면

담을 통하여 반복 확인하였고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순환적으

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도출된 의미를 반복 분석하여 하위주

제와 주제, 주제모음으로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과

를 연구 현상과 관련시켜 기술하였으며 기술된 주제와 중심의

미 및 참여자의 진술을 연구참여자에게 보여 주어 참여자의 경

험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유변경을 통한 본질적 

주제를 발견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

인과 도출된 주제의 의미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7.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

본 연구는 Lincoln과 Guba [16]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가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면담 

시 모호한 진술이 있는 경우 다시 질문하여 그 의미를 확인하였

으며 도출된 주제를 참여자에게 보여주어 원 진술의 의미와 일

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면담결과를 심층 

기술하여 초점집단 간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였고 각 참여자 

및 그룹간의 진술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더 이상 새로운 자료

가 도출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에서는 

연구자에 의한 일차분석을 거친 후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

학 교수 1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자에 의한 분석과 비교함으로

써 분석된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중립성을 확립하기 위

해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의 가설적 질문을 확인함으로써 연

구자의 선 이해 및 가정, 편견을 배제하였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1인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연 구 결 과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경험은 27개의 하위주제

에서 14개의 주제가 형성되었고 다시 6개의 주제모음으로 구

성하였다(Table 1). 6개의 주제모음은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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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Learning Flow

Theme clusters Theme Sub theme

Efforts to focus on oneself ․ Control of body and mind ․ Control of body and sleep rhythm 
․ Control of mood

․ Preparing an environment suitable for 
studying

․ Seeking personal space 
․ Utilization of learning equipment

Interaction with the 
learning environment

․ Seeking help from learning environment 
and other people 

․ Becoming involved in the learning environment 
․ Support from colleagues

․ Discovering meaning in the participatory 
learning condition

․ Familiarity with existing knowledge
․Have a role to play
․ Respond to professor's concerns

Connecting interest and 
learning

․ Investigating new knowledge and practical 
aspects 

․ Curiosity about uncommon topics
․ Seeking practical knowledge 

․ Compose learning story for oneself ․ Conceptualization of learning contents

․ Learning through bodies ․ Learning through the senses 
․ Pleasure of actively caring for clients

Breakoff of awareness of 
oneself and 
surroundings

․ Concentration on task forget the times ․ Loss of habitual behaviors
․ Concentrating on the professor 
․ Forgetting to keep time

․ Change in physiological needs ․ Loss of physical sensation 
․ Forgetting physiological needs

Control of learning 
situation 

․ Selective focusing ․ Concentrating on majors

․ Crisis management ․ Adaptation to block scheduling 
․ Set a clear goal

Self-growth ․ Reflection on career ․ Responsibility towards one's own self

․ Positive feedback for oneself ․ Sense of pride
․ Sense of accomplishment

․ Intention to challenge learning flow ․ Confidence
․ Challenging spirit

한 노력’,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 ‘흥미와 학습의 연결’, ‘자

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의 단절’, ‘학습상황 통제’, ‘자기성장’으

로 나타났다. 

주제모음 1.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한 노력 

주제 1. 몸과 마음의 조절 

참여자들은 신체 및 심리적 상태가 잘 조절될수록 학습에 깊

게 몰입할 수 있었다. 즉, 소모적인 학습보다는 자신의 심신에 

대한 리듬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마음가짐을 차

분하게 함으로써 학습에 몰입할 수 있었다. 

시험기간에도 열두시에 자고 대신 새벽에 일어나서 공

부를 해요. 공부 안 될 때는 어차피 집중도 안 되니까 아예 

몸을 쉬게 해서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해요.(수면리듬과 

몸 상태조절)

저는 잘 들뜨는 성격이라서 들뜨면 공부 안하고 싶어

서. 그래서 가능한 공부에 집중할 때는 기분을 다운시켜

서 공부하려고 해요.(기분상태 조절)

주제 2. 학습 분위기 조성

학습몰입은 자신에게 집중하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으

며 이를 위하여 참여자들은 주로 외부의 소리가 차단된 혼자만

의 공간을 찾았으며 학습과 병행하여 음악을 듣거나 노트 필기

를 함으로써 하나의 행동에 정신을 집중시키고 학습몰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기숙사에서 공부할 때 제가 보는 이곳만 빛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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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요. 칸막이가 있고. 그 다음에 창문이랑 닫았는데 완전 

조용하고 좋죠.(조용한 공간을 찾음)

공부하면서 노래듣는 경우에는 집중이 잘 되서 일부러 

처음에 노래를 들으면서 집중을 한 다음에 이어폰을 빼고 

그 집중력을 공부에다 쏟아 부어서 하면 집중이 더 잘 되

더라고요.(학습보조기구 활용) 

주제모음 2.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

주제 1. 학습 분위기와 주변의 도움

참여자들은 강의실이나 도서관의 열정적인 학습 분위기에 

자극되어 자연스럽게 학습에 몰입하게 되었다. 집중력이 낮은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집중력과 학업성적이 높은 

친구와 나란히 앉아서 함께 학습하는 과정에서 천천히 학습에 

몰입하게 되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웠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되어, 몰입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학습 분위기에 빠짐) 

기본간호학을 잘 쳤던 때가 있었는데 그땐 도와주는 애

도 있었고 저도 위기감도 있고 옆에서 걔가 딴 짓 못하게 

잡아주고 그래서 잘됐던 것 같아요.(동료의지지)

주제 2. 참여적 수업 여건에서 학습 의미 발견 

참여자들은 학습 내용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학습상

황에 쉽게 적응되어 학습 몰입으로 연결할 수 있었으며 발표나 

토론수업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를 표현하는 과

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상황에 몰입하였다. 또한 교수의 관심

어린 태도와 격려를 받았을 때 참여자들은 교수의 격려에 화답

하고 기대에 부흥하기 위하여 더욱 학습에 집중할 수 있었다.

사전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배운 것을 써먹

는 것 같고 더 몰입할 수 있는데 너무 생소한 단어들이 나

오면 집중도 빨리 풀리고 몰입도 안돼요.(사전지식으로 

인한 친근함)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게 몰입이 잘 되서 발표수업이나 

토론수업을 하면 참여할 때 그래도 제가 해야 하는 거니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자신의 역할을 가짐)

교수님이 관심을 주는 느낌을 받으니까 수업 때도 좀 

더 보게 되고 그러다보면 밉보이면 안 되니까 수업에 집중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교수의 관심에 화답함)

주제모음 3. 흥미와 학습의 연결

주제 1. 새로운 지식과 실용성에 대한 탐구 

참여자들은 주로 교양과목 학습에서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자신의 흥미에 대한 탐구로 학습에 빠져들게 되었다. 

또한 전공과목 학습에서는 이론적 지식을 자신의 주변에 활용

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학습에 대한 욕구가 생겨 지속적으로 

관심영역을 탐구하고 그 과목 수업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다. 

전공은 다 간호학이고 비슷비슷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듣

는데 교양은 신기해서 전공 들을 때보다 더 신나서, 색다

른 걸 배우니까 기대하고 잘 듣게 되는 것 같아요.(색다른 

과목에 대한 호기심) 

다큐멘터리에서 그 질병이 나오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

들이 그런 병이면 내가 좀 더 자세히 알아서 이야기해 주

고 싶은걸 느껴서 몰입이 더 커지는 것 같았어요.(실용적 

지식 추구)

주제 2. 자신만의 학습스토리 구성

참여자들은 주어진 과제를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름대로의 스토리를 설정하고 상황 속에서 천천히 생각하며 문

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학습에 몰입하게 되었다. 

공부할 때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 장면을 

그리면서 하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환자에게 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

를 만들면서 공부했을 때 훨씬 집중도도 높고 이해가 잘되

었어요.(학습내용의 의미화) 

주제 3. 몸으로 하는 학습

교내실습 수업에서 참여자들은 이론적 상황을 직접 보고, 듣

고, 행동으로 표현하면서 정신과 몸이 함께 작동하여 학습내용

들이 바로 바로 몸으로 습득되고 표현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 

임상실습에서는 이론적 내용들을 생생한 형태로 직접 볼 수 있

었고 특히 스스로 간호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몸으로 표현되며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지는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하였다. 

이론은 머리를 쓰는 게 더 많다면 실기에서는 손도 쓰

고 머리도 써야 하니까 짧지만 집중도는 더 강한 것 같아

요.(오감을 활용한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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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한테 가서 말도 걸어보고 사소하지만 등도 두드려

주고 체위변경도 해주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서 

실습하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몰입했던 것 

같아요.(능동적 간호수행의 즐거움)

주제모음 4.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의 단절

주제 1. 시간을 잊고 과제에 집중함

학습몰입 상태에서 참여자들은 주변의 사람이나 소리에 대

해서 인식하지 못하였고 평소에 공부하면서 습관적으로 하던 

행동들이 사라졌다. 또한 의식은 오직 교수에게만 집중되어 교

수의 설명과 책 사이에서만 교감이 이루어졌으며 몰입이 끝날 

때까지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하였다.

불안하거나 집중하거나 해야 할 때 습관이 손가락 뼈 

소리 내면 집중이 잘 되는데 몰입했을 때는 이걸 안 해도 

계속 공부하고 있더라고요.(습관행동의 소실) 

일대일 과외를 하는 느낌이에요. 빨리 내용 체크하고 

다시 교수님한테 집중하고, 딱 교수님하고 책 밖에는 아

무것도 안 보여요.(교수에게 집중함)

저는 책상에 앉아있는걸 안 좋아하는데 댄스스포츠는 

즐겁게 시간가는 줄 모르고 했어요. 완전히 시간을 잊었

던 것 같아요.(시간을 잊음)

주제 2. 생리적 욕구의 변화

참여자들은 학습몰입 상태에서 통증이나 불편감, 냉.온 감

각 같은 신체적 감각을 상실하였으며 수면이나 배설과 같은 생

리적 욕구에 대한 감각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몰입할 때는 몸 불편한 것 모르다가 다하고 나서 조금 움직

이려고 하면 허리 아프고, 그때 돼서 잠이 오고, 배고픔도 느끼

고 그런 것 같아요.(신체적 감각 상실) 

몰입을 하면 일단 화장실 가는 걸 잘 참을 수 있구요. 화장실 

간다는 생각도 사라지는 것 같아요.(생리적 욕구를 잊음)

주제모음 5. 학습상황 통제

주제 1. 선택적 집중

참여자들은 학습의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방법을 통해 학습상황을 조절하였다. 즉, 1, 2학년의 경우

에는 학습부담이 적은 교양과목에 집중한 반면 고학년으로 갈수

록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전공과목에 더욱 몰입하게 되었다. 

교양수업은 나중에 혼자서 책 보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전공은 내가 한 단어라도 못 들으면 못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수업시간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전공과목에 

대한 집중)

주제 2. 위기상황 관리 

블록제 수업을 하는 3, 4학년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급속한 

수업 진도와 4주간의 수업 후 바로 치러야 하는 촉박한 시험 

일정으로 인해 학습에 몰입하지 않고서는 수업을 따라 갈수

가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시험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공부

를 하지 않으면 학점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오히려 학습

에 대한 기회와 상황 대처의 전략으로 활용하여 학습몰입을 

하게 되었다. 

더블수업을 하게 되니까 분위기 자체가 일, 이학년 때 

보다 평소에 긴장감이 느껴지고 안하면 못 따라 가니까 그

래서 몰입은 더블수업에서 잘 됐던 것 같아요.(블록제 수

업에 대한 적응)

점수는 받아야 하고, 진짜 공부 안하면 큰일 날 정도로 

그게 있어야지 눈에 불을 켜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목표는 더욱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명확한 목

표 설정)

주제모음 6. 자기성장

주제 1. 자신의 진로에 대한 성찰

복학생들은 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통하여 책임감이 생겼고 이러한 마음은 복학 후 대학생

활의 목표를 세우고 학습에 몰입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 지속

적인 성찰과 몰입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군대에 있다 보니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생각도 바

뀐 것 같고 인생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 군대 갔

다 와서 제일 많이 변한 건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자신에 대한 책임감)

주제 2. 자신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참여자들은 온전하게 학습에 몰입한 날에는 이렇게 할 수 있

는 자신이 대견스러웠고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낸 기분이 이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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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몰입을 통하여 학습과제를 

완성하거나 학습 내용의 이해를 달성했을 때에는 학업을 이루

어간다는 성취감을 가지게 되었다. 

정신없이 공부하고 시계를 보니까 세 시간씩 지나 있으

면 ‘하면 할 수 있구나’ ‘나도 나이 먹은 값은 하나 보다’ 하

면서 뿌듯했어요.(뿌듯함)

몰입해서 공부하고 기숙사까지 가면서 공부했던 것 생

각하면서 가는데, 밤늦도록 공부해서 이만큼 알았구나 하

는 성취감이라 해야 하나.(성취감)

주제 3. 학습몰입에 대한 도전 의지 

참여자들은 학습몰입 상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해하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앞으로 어떤 힘

든 일도 해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몰

입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학습에 몰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몰입이 됐을 때는 ‘내가 그래도 하면 되구나’라는 생각

이 들고, 다음에 다른 것을 할 때도 ‘이것도 내가 할 수 있

겠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자신감)

몰입이 끝나는 순간 ‘방금 내가 엄청 집중 했구나’라고 

알고 나면 다시 공부를 할 때에도 이전처럼 몰입을 해야겠

다는 감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도전감)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학습에 대한 흥미와 의무, 다양한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학업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

하며 스스로 학습상황을 조절하였고 그 결과, 자신의 역량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고 도전하며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 

교수학습 활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으며 연구

결과 파악된 주제모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모음인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한 노력’은 참여자들이 자

신의 신체, 심리적 상태를 조절해 가면서 학습에 집중하고 있

는 현상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기분상태 조절은 고등학생들

이 학습몰입의 재시도 전략으로 기분전환하기를 사용하였다

는 결과와 동일하다[17]. 또한 수면리듬과 몸 상태를 조절하는 

행동은 몰입 이탈의 요인으로 체력저하가 있었다고 보고한 연

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17] 신체적 조건이 학습몰입의 기

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은 주로 자신만의 조용한 공

간에서 학습에 몰입하였고 이는 핸드폰 꺼두기와 주변 사람들

과의 소통 끊기 등의 선행연구결과[17]와 유사한 전략으로 학

습몰입을 위해서는 우선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한 환경 정리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음악을 들으며 학습에 몰입하는 현상

은 음악이 즐거움과 청각적 감각을 제공하여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는 학습자의 성

향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매체로

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주제모음인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참여자들

의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의 내, 외적 조건이나 상태

에 대한 것으로써 이는 참여자들이 자신의 학습역량에 따라 다

양한 학습 환경과의 작용을 통해 몰입을 경험함을 알 수 있다. 

집중능력이 부족한 참여자의 경우 동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학

습몰입을 하고자 노력한 현상은 또래의 지지와 학습몰입 간에 

정적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18]와 동일한 결과로

서 이는 학생들 간의 자발적인 학습 지원과 도움에 의해 학습능

력 향상을 유도하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으로서의 활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자들은 사전지식이 있을수록 학습

내용에 대한 친밀감으로 학습몰입이 더욱 잘 이루어졌으며 이

는 대학생의 사전쓰기 능력이 몰입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는 연구결과[19]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몰입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몰입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함

을 의미하며 이를 위하여 학습자의 인지부담을 줄이고 스키마

와 통합을 이루면서 학습몰입을 유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

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참여자들은 발표나 토론 수

업에서 팀원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습

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이는 Blog나 Social Network Service

를 활용한 협력학습에서 학습자의 몰입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20,21]와 비교할 때 자신이 참여할 수 있고 구성원들과 상

호작용을 통해 협력적으로 학습하는 환경에서 몰입이 일어난

다는 결과를 지지하므로 수업형태도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수가 관심을 주고 격

려하는 수업에서 학습몰입이 촉진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교수와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학습 분위기에서 

수업활동에 더욱 몰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22,23]를 지지한

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학습 내.외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 자

신에게 적합한 학습몰입 방법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교수

학습 설계 시 학습자의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학생의 특성에 맞

는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86 Global Health and Nursing

박 현 주

된다. 아울러 이상의 다양한 학습상황을 좀 더 체계적인 학습 

환경의 범주로 구분하여 학습몰입과의 관계에 대한 확대된 연

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세 번째 주제모음인 ‘흥미와 학습의 연결’은 참여자들의 관

심 영역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의 실용적 활용에 대한 욕구가 학

습지속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실습 현장에서는 이론적 지식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학습에 몰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고교생들이 예능, 컴퓨터, 실업과 같은 과목에서 몰

입 경험이 높았던 연구결과[7]와 비교할 때, 학습자들은 이론

보다는 실무 응용적 과목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접목시켜서 학

습할 수 있는 열린 학습상황에서 몰입이 더욱 잘 이루어지는 것

으로 해석된다. 교내,외 실습에서의 학습몰입은 참여자들이 이

론적 지식을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고 통합하여 행동으로 나타

내며 자신의 수행결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고 피드백 받는 과

정에서 인지적, 행동적 학습요인이 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시뮬레이션설계 요인 중 지지, 문제

해결, 현실성이 간호학생의 실습몰입과 순상관관계가 있었다

는 연구결과[13,24]와 비교할 때, 교내실습에서의 시뮬레이션 

상황이나 임상의 현실성이 간호학생의 학습몰입의 중요한 요

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뮬레이션 학습에서 메타인지와 학

습몰입이 높을수록 문제해결력이 높았다는 연구결과[12]는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에 학습몰입이 선

행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론과 실습의 

통합적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학습 환경 구축과 학습내용을 자

신 있게 표현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네 번째 주제모음인 ‘자신과 주변에 대한 인식의 단절’은 참

여자들이 학습몰입 상태에서 경험한 생리적, 신체적 행동의 

소실, 자의식 상실과 시간감각의 왜곡, 교수에게 집중하는 현

상으로 이는 Csikszentmihalyi [25]의 이론과 Kim과 Park 

[17]의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교수에게 집중하는 현상은 

Csikszentmihalyi가 제시한 학습몰입의 하위요인 중 외부의 

자극에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수행 과제에만 집중하는 ‘과제

에 대한 집중’과 유사하며 이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몰입하는 

대상은 자신과 교수, 그리고 교수를 통한 학습 내용으로써 학

생의 몰입 상황 유지를 위한 교수의 태도가 매우 중요함을 시

사하고 있다. 

다섯 번째 주제모음인 ‘학습상황 통제’는 참여자들이 자신

의 내 ․외적 학습 환경과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면서 몰입을 주

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공과목에 대한 선택적 집중 현상은 

전공과목이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지며 

이는 수업내용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학

습자의 노력수준, 학업성취도, 학습지속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6-28]와 유사하다. 참여자들이 저학년

인 경우에는 자신의 관심사나 흥미가 학습몰입의 요인이었던 

반면 고학년에서는 진로에 대한 도움 여부와 같은 현실적인 가

치가 학습몰입의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학년별 학습몰입

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설계를 모색하는 것

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시험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명확한 학습목표를 설정하므로써 학습몰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이는 선행연구[17]에서도 보고된 현상이다. 또한 

블록제 수업에서 참여자들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학습 형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습몰입을 하게 되었으며 이

는 시간 제한적인 학습상황을 인지하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

려는 행동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위기 상황관리로써의 학습몰

입은 즐거움을 느끼며 학습에 집중하기 보다는 긴장과 스트레

스 속에서 상황에 집중하는 현상으로 학습효과적인 면에서 차

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블록제 수업에서 학생들이 

짧은 기간에 많은 분량의 학습을 하기 위하여 때우기 식의 학

습을 하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29]를 고려할 때, 급박한 학

습상황에서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교수

설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주제모음인 ‘자기성장’은 몰입경험이 학습에 대

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학습몰입에 대한 재도전의 

동기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몰입 경험이 학

습지속력과 학습기대감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며[16], 자부심

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지니게 한다는 연구결과[7]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전공에 몰입한 대학생일수록 자신의 진로

와 경력에 대한 보다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30], 진로 스

트레스가 감소하였음을 고려할 때[10]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

로설계를 위하여 학습몰입 향상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선행연구[4,5]와 비교할 때, 학습몰입의 선행요인에 해당되

는 도전과 능력의 균형,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피드백이 본 연

구에서는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한 노력, 학습 환경과의 상호작

용, 흥미와 학습의 연결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몰입의 결과 영역에서 선행연구[4,5]에서는 자기목적적 경험

이 본 연구에서는 자아성장이라는 다른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경험은 학습에 대한 긍정

적인 피드백과 자기성찰을 통하여 학업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간호학과에서의 주기적인 실습수업 및 

블록제 수업과 학습몰입과의 관련성에 대한 후속연구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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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및  제 언

간호대학생은 이론과 실습이 연계된 수업형태에서 이론적 

지식을 몸으로 체득하고 지식의 현장 활용을 통하여 살아있는 

학습몰입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블록제 수업과 같은 

힘든 학습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통제로써 학습몰입을 하

게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받고 자

기성찰을 통하여 스스로 성장하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결과

는 학습자 특성 및 학습 환경, 간호학과의 실습수업과 블록제 

수업의 특성이 반영된 학습몰입 현상과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학습몰입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법 개발의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학습몰입 프로그램의 개발

과 실제 적용을 통해 학습몰입의 정도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후

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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