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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향요인을 이론 으로 고찰하여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한 개념  통합모형을 구명하는데 목 이 있다. 연구 목 을 달성하기 

해 국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향요인을 학습자 특성요인과 학습환경 특성요인으로 

구분한 후 Torraco(2005)의 연구 차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향을 미치는 

학습자 특성요인은 성격요인과 학습동기요인, 학습능력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성격요인은 

자아존 감, 자기효능감, 내  통제 소재, 성격강 , 자기목  성격이 제시되었고, 학습

동기요인으로는 내재  학습동기, 외재  학습동기, 참여동기, 참여유의가, 학습능력요인

으로는 자기조 학습능력이 제시되었다. 두번째, 학습환경 특성요인은 학습과제요인과 

학습진행방법요인, 조직풍토요인으로 구분된다. 학습과제요인은 유용성, 실용성, 성, 

상호작용성, 용이성, 개인  의미가 제시되었고, 학습진행방법요인으로는 학습과제제시방

법과 학습자참여, 조직풍토요인으로는 학습조직문화와 조직의 지원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평생학습의 주체가 되는 성인학습자의 효과 인 학습을 

한 학습몰입을 연구함에 있어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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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 응하기 해 지속 인 지

식 습득이 요구된다(Merriam, Caffarella, & Baumgartner, 2007). 때문에 학교 정규교

육과정을 벗어난 성인들도 자신의 역할과 의무, 권리를 행사하기 해서는 평생 학습

을 지속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김향식, 2010). 실제 2013년 국가평생학습통계(한국

교육개발원, 2013)에 따르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30.2%로, 만 25세 이상 만 64

세 이하 성인 10명  3명의 성인이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습자로서의 성인은 학습에 한 필요성을 자각하며 스스로 학습에 참

여하고자 노력한다. 성인학습자는 일반 인 학령기 학생과는 다르게 실 이고 구체

인 목 을 가지고 학습에 참여하는 실용 인 학습자이다. 따라서 지  흥미로 인해 

학습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부분은 직업  성취, 당면한 문제해결, 새로운 기술 습

득, 자격증 취득, 사회  계망 형성 등의 실 인 이유로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

거나 요구되는 것을 심으로 학습하게 된다(Boshier, 1991). 그러므로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은 성인의 내재된 학습본능을 살려주고, 창조성을 실 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 해가는 즐거움의 원천으로써 인식되어야 한다(교육인 자원부․한

국교육개발원, 2001).

성인학습자가 느끼는 즐거움은 학습장면에 완 히 참여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을 

의미하며, 학습 활동에 완 히 몰입할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Woldkowski, 1999). 

몰입의 개념은 학문분야와 심 역에 따라 commitment, involvement, flow 등 다양

한 용어들로 사용되고 있다. Commitment는 사회학, 경 학에서 자주 등장하며 상

에 한 개인의 충성심, 애착, 근속의사를 의미하며 주로 조직 장면에서 자주 쓰인다. 

Involvement는 특정 상에 한 심리  애착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개념은 몰입 

상을 강조하는 개념이다(김진호, 2003). 반면, flow는 몰입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강조

하는 개념으로, 활동이나 과제의 도 과 개인의 능력 수 이 균형을 이룰 때 발생하

는 즐거움으로 무언가에 완 히 빠져듦으로써 느낄 수 있는 최 의 경험을 의미한다

(Csikszentmihalyi, 1993). 이에 본 연구는 몰입의 상보다는 몰입의 주체가 되는 개

인을 강조할 수 있는 flow를 몰입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몰입(flow)에 한 기 연구들은 스포츠나  활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몰입을 

심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Csikszentmihalyi(1997)는 이러한 활동들보다 더 생

산 인 활동을 하면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보다 발 인 방향으로 갈 것이라

고 여기고 학습이나 직무 수행에서의 몰입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 다. 

 학습장면의 몰입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몰입은 학습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Csikszentmihalyi(1993)는 학습몰입의 경험은 학습에 한 흥미와 극  참

여를 유발하고, 창조성, 즐거움, 최고 수 의 학습경험, 능력개발, 자기존 감 등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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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의 질을 넘어 삶의 질까지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Webster와 Hackley(1997)는 학습 성과가 학습자의 몰입을 통해 도출된다고 하면서, 

몰입의 요성을 강조하 다. 학습몰입에 한 실증  연구결과들(박성익, 김연경, 

2006; 이은주, 2001; Csikszentmihalyi, Rathunde & Whalen, 1993; Hoffman & 

Novak, 1996; Skadberg & Kimmel, 2004)에서도,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몰입을 경험

한다면 학습과정은 즐겁게 느껴지고, 만족감, 성취감, 자 심, 학업성취도가 높아지고 

극 으로 학습에 참여한다고 하 다. 

이처럼 학습몰입에 한 요성이 강조되면서 국내에서도 학습몰입 련 연구들이 

꾸 히 수행되었다. 그러나 학교장면이나 이러닝 환경에서의 학생을 상으로 한 연

구들이 부분이었고, 성인학습 장면에서 학습몰입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의 다양한 학습장면에서 학습하고 있는 성인들을 상으로 한 연

구들을 살펴 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향요인을 통합하여 평생교육 실천의 

주체가 되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 효과를 증 시키고자 한다. 동시에 연구 상이 되

는 성인학습자를 학교육, 학원 교육을 포함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인 

학생 신분이 아닌 자로 한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 학습몰입 향요인의 

개념  통합 모형을 구축하여 성인학습상황에서 학습몰입을 유발하기 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고려해야 할 학습자 특성요인과 학습환경 특성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  배경

1. 성인학습자

성인학습자는 학습자 스스로 필요에 의해 동기화 되며, 자신이 선호하는 과제에 

해 책임감과 주도권을 가지고 지속 인 학습 활동을 수행하는 존재이다(정선경, 

2013).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에 참여하며 그러한 경험은 학습참

여와 학습과정의 요한 기 가 된다. 따라서 평생학습사회에서 성인학습자는 가르침

의 상이 아닌 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주도 으로 개발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학습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한다(김진호, 2003). 

성인학습자들은 일반 인 학령기의 학습자와 비교 했을 때 신체 , 심리 , 사회  

특성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학습의 목 , 동기, 학습 환경, 학습 과정, 학습결과 등 다

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 으로 성인학습자는 복잡한 문제해결 략과 풍부

하고 다양한 생애 경험을 갖고 있다(권 , 1999). 한 성인의 인지발달에 따르면 

성인이 40 에 이르면, 학습능력이 하되고 단기기억이나 정보처리,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학습 등에서 능력이 감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 다(Cattell, 1971). 이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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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학습자는 장기간 체계 인 학습을 하지 않아 학습에 한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

습에 한 자기효능감과 학습통제감에도 부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rquie & Huet, 2000).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는 학교육, 학원 교육을 포함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재학 인 학생 신분이 아닌 자로, 형식, 비형식, 무형식 등의 다양한 학습과정에 참

여하는 자로 규정하 다. 이는 학령기 학습자와는 다른 성인학습자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이다.

2. 학습몰입

1) 학습몰입의 개념

Csikszentmihalyi(1975)의 몰입 개념은 어떤 상황에 깊이 빠지는 인간의 심리 상을 

알아보는 데에서 출발하 다. 그는 몰입이 주어진 상황에 깊게 빠져들어 시간이나 공

간, 자신에 한 생각마 도 잊게 하는 심리  상태이며, 개인에게는 최 의 경험

(optimal experience)을 제공한다고 하 다. 최 의 경험이란 의식이 질서 있게 구성되

고, 자아를 방해하는 외  이 없어 자신의 목표만을 해 집 (attention)할 수 있

는 것을 말한다.

이후 몰입에 한 개념  정의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추가되기 시작하 다. 

Csikszentmihalyi(1977)는 1975년에 정의내린 개념에 더해 몰입을 의식이나 지각을 한 

곳에 집 하여 정확한 목표와 피드백에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다. Privette와  

Bundrick(1987)는 몰입을 내재 인 즐거움, 최고의 수행과 비슷한 것이라고 정의하

고, Csikszentmihalyi와 LeFerve(1989)는 몰입이 활동이나 과제 속 즐거움과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그 결과 자존감과 만족감이 증 되는 최 의 경험으로 정의하 다. 

한 Ghani, Supnick와 Rooney(1991)는 행 에 한 완 한 집 과 기쁨으로 몰입을 정

의하 고, Ellis, Boelkl과 Morris(1994)는 주어진 상황에서 도 과 기술의 균형을 지각

할 때 발생되는 최 의 경험, Luts와 Guiry(1994)은 시간이 멈춰지고 다른 것들에 

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 Novak과 Hoffman(1997)은 내재  즐거움, 자의식의 상실, 학

습자의 심리  보상과 같은 특징을 짓는 것으로 몰입을 정의하 다.

몰입을 정의한 많은 학자  Woldkowski(1999)는 Csikszentmihalyi(1990)가 강조했

던 몰입 경험의 즐거움을 성인학습장면에 도입하 다. Woldkowski(1999)는 성인학습

자가 학습경험을 통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학습 그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

는 것이 요하다고 하 다. 한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은 성인학습자와 성인교수자, 

그리고 성인교수자에 의해 제공되는 학습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며, 성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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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자의 학습동기와 학습에 한 최 의 심리  상태인 학습몰입 역시 이들 요인과 

하게 련되어 있다고 주장하 다.

뿐만 아니라 몰입 개념에서 강조된 자기목 성(autotelic)도 성인학습상황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김진호, 2003). 자기목 성이란 행  자체가 좋아서 활동에 참

여하며, 행  그 자체가 목 이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성인학습자는 자기주도 이고 

실 , 구체 인 실용 학습자이다. 때문에 실 인 외  보상을 해 학습에 참여하

더라도 학습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학습은 단될 것이고, 의미와 가치

를 발견한다면 학습에 한 정 인 태도를 가지고 극 으로 참여하게 된다

(Wlodkowski, 1999).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볼 때, 학습몰입은 성인학습자가 학습 활동에서 자신의 능력

을 최 한 발휘하여 최 의 경험을 느끼고, 학습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가는 상태

로 개인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몰입을 성인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활동에 완 히 몰두되어 즐거움을 경험하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 학습몰입의 특성

학습몰입에 한 특성은 크게 두 가지 으로 나 어 볼 수 있다(이화선, 2010; 

김아 , 탁하얀, 이채희, 2010). 첫 번째로 학습상황에서 학습몰입을 경험하기 해 필

요한 제조건이 되는 학습몰입의 조건이다. 학습몰입 조건은 명확한 목표, 즉각 인 

피드백, 도 과 능력의 조화가 포함된다. 명확한 목표는 사 에 분명한 목표를 설정함

으로써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이다. 즉각 인 피드백은 수행 의 활동에 

한 정확하고 신속한 피드백을 의미한다. 도 과 능력의 조화는 학습상황에 한 도

과 그 도 에 한 개인의 능력 사이의 균형을 지각하는 것이다

(Csikszentmihalyi, 1990). 

두 번째는 학습활동에 완 히 빠져들어 깊이 집 하고 있을 때 느끼는 의식 상태를 

의미하는 학습몰입의 경험이다. 학습몰입 경험은 과제에 한 집 , 행 와 의식의 통

합, 자의식의 상실, 통제감, 시간 감각의 왜곡, 자기목  경험을 포함한다. 과제에 

한 집 은 완벽하게 과제에 집 하여 불필요한 정보가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는 상태이다. 행 와 의식의 통합은 몰입 상태에서 자신들의 활동이 자발 으로 거

의 자동 으로 진행되는 것을 일컫는다. 자의식의 상실은 자신의 행동은 의식하지만 

의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통제감은 몰입하는 동안 실질

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수행자가 통제 감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감각의 왜곡은 시간의 인식이 평상시처럼 되지 않거나 시간에 한 지각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목  경험은 행  그 자체 말고는 어떤 외부 인 보상이나 목

표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내재 으로 보상받는 경험이다(Csikszentmihalyi,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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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몰입특성

연구자

학습몰입

경험

학습몰입

경험

요인 

구분
요인 설명

김진호(2003) 
○ ○ 4요인

학습과제에 대한 몰두. 학습과정에의 통합,

학습행동-사고의 통합, 자의식의 상실권대봉, 배현경, 이현(2008)

주영주, 김수미, 박수영, 김은경(2009) 
- ○ - 요인 구분 없이 5문항으로 측정

주영주, 김지연, 최혜리(2009)

김성현(2009) ○ ○ 8요인

도전과 능력의 조화, 명확한 목표, 구체적인 

피드백, 과제에 대한 집중, 통제감, 자의식의 

상실, 시간 감각의 왜곡, 자기목적적 경험

이용재(2010) ○ ○ - 요인 구분 없이 4문항으로 측정

노효련(2011) ○ ○ 4요인
학습과제에 대한 몰입, 목표와 피드백, 

자의식의 상실, 도전과 능력의 균형감

박경환(2011)
○ ○ 9요인

도전-능력 균형, 명확한 목표, 즉각적 피드

백, 행동-지각 일치, 과제집중, 통제감, 자의

식 상실, 변형된 시간 감각, 자기목적적 경험맹지현(2012)

장은숙(2012) ○ ○ 3요인 학습과제, 학습과정통합, 학습행동-사고통합

박정례(2013) ○ ○ 9요인

도전-기술 균형,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

백, 행동-지각 일치, 과제집중, 통제감, 자의

식 상실, 변형된 시간 감각, 자기목적적 경험

유선주, 최은수(2013) ○　 ○ 3요인 학습 집중, 학습목표지향, 학습내적동기

송경화(2014) ○ ○ 3요인 인지적/행동적/자아적 몰입

서희원(2014) -　 ○ 5요인

시간적 해리, 집중적 몰두, 고양된 즐거

움, 통제, 호기심(※호기심은 학습몰입

조건/경험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

* Jackson과 Marsh(1996)가 개발한 몰입상태척도(FSS: Flow State Scale)와 김아 , 탁하얀, 

이채희(2010)가 개발한 성인용 학습몰입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표 1> 학습몰입 특성에 따른 측정방법에 한 선행연구 종합

3) 학습몰입의 측정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분의 연구가 학습몰입 조

건과 학습몰입 경험을 동시에 측정하고 있다(<표 1> 참조). 그러나 학습몰입 조건과 

학습몰입 경험은 명확히 구분된다(Nakamura and Csikszentmihalyi, 2002; 

Csikszentmihalyi at al., 2007). 때문에 학습몰입 조건은 학습몰입을 경험하기 한 

제조건이지 학습몰입 경험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Mundell, 2000). 따라서 학습

몰입의 정확한 측정을 해서는 학습몰입 조건  특성과 경험  특성을 구분할 필요

가 있다. 학습몰입의 조건  특성에는 명확한 목표, 즉각 인 피드백, 도 -능력 조화

가 포함되며, 경험  특성에는 과제집 , 행 -의식 통합, 자의식 상실, 통제감, 시간

감각 왜곡, 자기목  경험이 포함된다(김아 , 탁하얀, 이채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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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내 용

분석 대상 선정준거 설정

문헌 수집 및 분석대상 선정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 설계

문헌 분석 및 정리

개념적 통합 모형(Conceptual integrative model) 설계

[그림 1] 본 연구의 절차

III. 연구 방법

1. 연구의 차

본 연구에서는 Torraco(2005)가 제시한 통합  문헌 고찰(Integrative literature 

review)방법을 통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향요인을 탐색하 다. 통합  문헌 고

찰은 오랜 기간 연구되어 온 주제에 한 을 새롭게 살펴보거나, 새롭게 부각되

고 있는 연구 주제에 한 개념  모형이나 을 통합 으로 제시하고자 할 때 사

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 지식의 통합  이해를 돕고 주제의 지속 인 발 과 지

식의 확장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며, 연구자는 통합  문헌 고찰을 해서 안내이론

(Guiding theory)을 선택하거나, 경쟁 모형(Competing model) 는 주제에 한 

을 채택하여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주제인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은 Csikszentmihalyi(1975)가 정의한 몰입

의 개념을 Wlodkowski(1999)가 성인학습 상황에 도입하면서 연구되기 시작하 다. 

즉, 1990년  후반부터 학습몰입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국내 성인학습자의 학습

몰입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2000년  , 김진호(2003)의 연구를 시작으로 성인학습

상황에서 학습몰입 련 연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한 학습

몰입을 측정하는 방법과 학습몰입 특성을 구명하는 이 서로 다르고 이에 한 종

합 인 모형을 제시한 연구가 없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통합  문헌 고찰을 통해 

성인학습자 학습몰입의 향요인을 유형화하고 이에 한 개념  통합 모형을 제시하

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Torraco(2005)가 제시한 통합  문헌 고찰의 차를 통

해 학습몰입에 한 통합  개념 모형이나 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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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상

본 연구는 성인학습상황에서 성인학습자의 효과 인 학습경험을 유발하는 학습몰입 

향요인을 구명하는데 목 이 있으며 성인학습에서의 학습몰입을 다루고 있는 연구

를 상으로 하 다. 문헌 수집에 앞서 분석 상을 선정할 거를 마련하고, 거에 

맞는 상을 선정하 다. ‘고찰’의 목 에는 연구 주제와 련된 모든 연구물을 살피

는 것이 이상 이지만 시간·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Whittemore & Knafl, 2005),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의 선정 거를 기 으로 한정된 문헌을 수집하 다.

준 거

준거1

준거2

내 용

국내 학위 논문 또는 학술지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학습몰입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구명한 양적 연구

준거3
연구의 대상이 성인학습자 또는 조직 구성원에 해당하는 연구

- 학교현장에서의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포함)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제외 

준거4 학습몰입이 독립변인일 경우, 수집한 논문과 중복될 경우 제외

[그림 2] 분석 대상의 선정준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 상의 선정 거를 바탕으로 2014년 3월 23일부터 3월 30

일까지 문헌을 수집하 다. 문헌의 수집 범 는 국내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처음으로 시작한 김진호(2003)의 연구부터 2014년 사이에 게재된 연구물을 상으로 

수집하 다. 여기서 선행연구들의 ‘몰입’에 한 개념  정의는 학습몰입을 바라보는 

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몰입(flow)측면에 한 

선행연구만을 의미한다. 문헌 검색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www.riss.kr)를 활용

하 고, 검색 키워드로 각각 ‘학습몰입’과 ‘학습 로우’를 입력한 후, 몰입을 정의하는 

다른 용어인 commitment, involvement 등과의 복 검색을 제거하기 해 ‘학습몰입’ 

결과 내 재검색에 ‘flow’를 입력하 다. 결과 으로 2003년부터 2014년까지 학습몰입 

련 연구는 학 논문 206개, 학술지 170건이 검색되었으나 설정한 거를 바탕으로 

논문들을 선정하 고, 최종 으로 선정된 분석 상은 총 14편이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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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학위논문 학술지

2003~2006년 1 0

2007~2010년 1 4

2011~2014년 4 4

합계(개) 6 8

<표 2> 문헌분석 상 편수

3. 연구의 개념  모형

통합  문헌 고찰에서 개념  모형(Conceptual model)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모형

을 바탕으로 안내이론(Guiding theory)이나 경쟁 모형(Competing model)을 설정하나 

새로운 주제에 한 충분한 이론이나 모형이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제에 한 

을 통해 설계할 수 있다(Torraco, 2005). 본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의 학습경험이 

학습자와 학습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을 통해(Woldkowski, 

1999), 김진호(2003)를 비롯한 선행연구들(박성익, 김연경, 2006; 홍기칠, 2009)을 안내

이론으로 채택하고자 하 다. 모형의 기본  틀이 된 김진호(2003)의 연구는 학습몰입 

향요인을 개인  특성과 환경  특성의 으로 구분하 으며 이는 박성익과 김연

경(2006)의 연구와 유사하다. 박성익과 김연경(2006) 한 학습몰입 향요인을 학습

동기, 학습과제, 상호작용 련 요인으로 구분하여 학습자와 학습환경 요인을 모두 고

려하고자 하 다. 홍기칠(2009)의 연구에서도 학습몰입 향요인을 학습자 변인과 학

습과제 변인, 교사 변인으로 함께 고려함으로써 학습자와 학습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습몰입 향 요인을 크게 학습자 특성요인과 학

습환경 특성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표 3> 참조).

연구 학습몰입 영향요인 구분

김진호(2003) 개인적 특성 / 환경적 특성

박성익, 김연경(2006) 학습동기관련 요인 / 학습과제관련 요인 / 상호작용관련 요인

홍기칠(2009) 학습자 변인 / 학습과제 변인 / 교사 변인

<표 3> 선행연구의 학습몰입 향요인 구분

한편, 통합  모형에서 학습몰입은 조건  특성과 경험  특성으로 구분된다. 이는 

Csikszentmihalyi와 Schneider(2001)가 몰입 경험의 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를 바탕으

로 세분화된 이다. 구체 인 3가지는 첫째, 자신의 능력과 일의 난이도가 합하

여 도 과 능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분명한 목표가 있어 지  무



산업교육연구 The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제29호

- 10 -

엇을 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다. 셋째, 즉각 인 피드백

이 있어 자신이 일을 제 로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

은 몰입 경험의 조건은 몰입 경험의 필수조건이다. 

이와 같은 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향요인에 한 통합

 문헌 고찰을 해 설계된 개념  모형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

IV. 연구 결과

1. 학습몰입의 학습자 특성요인

학습자 특성요인은 학습에 향을 미치는 요인  학습자 내부에 존재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요인에는 학습자 지 능력, 학습 략, 학습동기, 자신에 한 지각, 학

습 비성, 심리  개인차 요인을 포함한다( 성연, 2004).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은 개

인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Wlodkowski, 1999), 학습몰입에 있어서 학습자 

특성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향을 주는 학습자 특성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몰입의 학습환경 특성요인을 박성익, 김연

경(2006)이 양 연구를 통해 구명한 학습몰입과 학습몰입의 향요인 계도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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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요인 측정 연구자 관계

학

습

자 

특

성  

요

인

성격

요인

자아존중감
조건 김진호(2003) 

박정례, 한상훈(2013)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자기효능감
조건 김진호(2003), 박정례 외 (2013), 

유선주, 최은수(2013)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내적 통제 소재 경험 주영주, 김수미, 박수영, 김은경(2009a) 독립변인→종속변인(+)

성격 강점
조건

맹지현(2012)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자기목적적 

성격

조건
박경환(2011)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학습

동기

요인

내재적 

학습동기

조건 김진호(2003) 이용재(2010) 노효련(2011)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김진호(2003) 이용재(2010)  

노효련(2011) 서희원(2014)

외재적 

학습동기

조건
노효련(2011)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참여동기
조건

 박정례 외(2013)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참여유의가
조건

송경화(2014)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학습능력

요인

자기조절

학습능력
경험

주영주, 김지연, 최혜리(2009b) 
독립변인→종속변인(+)

서희원(2014)

<표 4> 학습몰입의 학습자 특성요인 선행연구 종합

으로 한다. 한 학습동기 련요인을 학습자 개인의 특성을 포 할 수 있는 개념으

로 확장시켜, 학습자 특성요인으로 명명하고 성격요인과 학습동기요인  학습능력요

인으로 구분하여 종합하 다. 성격요인은 개인이 학습상황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성

격  성향을 말한다. 학습동기요인은 학습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고 활동방향

을 제시하며 유지시키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Woolfolk, 1995). 학습능력요인은 학습

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학습 수행에 한 능력을 의미한다.

<표 4>는 학습몰입의 학습자 특성요인을 밝힌 선행연구를 종합한 것이다. 학습자 

특성요인을 성격요인과 학습동기요인, 학습능력요인으로 구분하 으며, 하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을 제시하 다. 한 하 요인별로 선행연구의 학습몰입 측

정 도구를 분석하여 학습몰입의 조건과 경험을 구분하 다. 계에는 요인이 학습몰

입에 정 인 향을 주는 경우 (+)로, 부 인 향을 주는 경우 (-)로 표기하 고, 선

행연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로 표기하 다. 양  연구의 경우 유의

수  p.<.05에서 유의미한 변인만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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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요인

가 자아존 감

자아존 감은 자기 자신의 특성에 한 자신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다(김진호, 

2003). 김진호(2003)의 연구에서는 성인교육 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아존 감이 높을수

록, 학습몰입의 수 이 높아진다고 하 다. 한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한 박정례, 

한상훈(2013)의 연구에서도 자아존 감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  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나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성인학습자로서의 개인  유능감에 한 스스로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다(김진호, 2003). 김진호(2003)의 연구에서는 성인학습자로서의 자기효능감이 높

을수록 학습몰입의 수 이 높아진다고 하 다. 한 박정례 외(2013)의 연구에서도 자

기효능감이 학습몰입에 정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등학교 교사들을 

상으로 연구한 유선주 외(2013)도 자기효능감이 교사의 학습몰입에 정 인 향을 미

쳤다..

다 내  통제 소재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는 자신의 학습행동과 학습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주 주 외, 2009a). Rotter(1966)는 환경에 한 통제력

의 소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이에 따르는 결과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통제 소재(internal locus of control)와 자신과는 무 한 외

인 요인에 의해 지배된다고 생각하는 외  통제 소재(external locus of control)로 

구분하 다. 주 주 외(2009a)는 선행연구에 따라 내  통제 소재 경향을 지닌 학습자

가 외  통제 소재 경향을 지니는 학습자에 비해 시간감각과 통제감각이 낮고 과제에 

한 즐거움이 높아 과제자체에 몰입할 것으로 가정하 다. 이에 따라 내  통제 소

재가 학습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한 결과, 

유의한 향을 끼침을 밝혔다.

라 성격 강

정심리학에서 시작된 개념인 성격 강 은 철학이나 종교 으로 가치 있게 여겨지

는 덕목들을 구성하는 심리  차와 기제이며, 사고와 정서  행동에 반 되어 있

는 정  특질을 의미한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성격 강 은 6개의 핵

심 덕목(① 지혜와 지식 ② 용기 ③ 인간애 ④ 정의 ⑤ 제 ⑥ 월성)에 이르는 과

정과 기제를 의미한다(맹지 , 2012). 맹지 (2012)의 연구에서 경력 사원과 기존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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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상으로 성격강 과 학습몰입의 계를 구명한 결과, 성격 강 과 학습몰입이 유

의미한 정 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사원에게는 성격 강  요인  용기

와 제가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고, 기존 사원의 경우 지혜와 지식, 용기, 월성이 

높을수록 학습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자기목  성격

자기목  성격이란 어떤 활동에 쉽게 몰두하고, 활동 그 자체를 즐기며, 특히 복

합 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기화되는 성격으로 의 소지가 되는 요인들을 즐거

운 도 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이다(이화선, 2010). 박경환(2011)의 연구는 경 학 공 

웹기반 평생학습자의 자기목  성격이 학습몰입 경험에 유의미한 향을 미칠 것이

라는 가설을 세우고 낮은 수 이지만 유의미한 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2) 학습동기요인

가 내재  학습동기

학습동기는 행동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재  학습동기

와 외재  학습동기로 나뉜다. 내재  학습동기는 활동 그 자체에서 유발되는 흥미, 

즐거움, 만족 때문에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닝 학습 상황의 성인학습자를 상으

로 내재  학습동기와 학습몰입 계를 연구한 서희원(2014)에 따르면, 학습동기는 학

습몰입에 직 인 정  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 요양보호사 교육생들

을 상으로 한 노효련(2011)의 연구에서는 내재  학습동기가 학습과제에 한 몰입, 

목표와 피드백, 도 과 능력의 균형감에 유의한 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

호(2003)의 연구는 내재  동기는 학습몰입에 유의한 향을 주며, 내재  동기가 증

가할수록 학습몰입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 다.

나 외재  학습동기

외재  학습동기는 활동의 결과로 얻어지는 외 보상 때문에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Deci, 1975). 요양보호사 교육생들을 상으로 한 노효련(2011)의 연구에서는 외재  

학습동기가 학습과제에 한 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다 참여동기

참여동기는 성인학습자가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로써 개인 , 경제 , 직업

, 사회  측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Jarvis, 1987). 박정례 외(2013)의 연구는 참여

동기가 학습몰입에 유의한 향을 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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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여 유의가

참여 유의가는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요구와 학습동기에 의해 참여하는 교육에 의미

를 부여하는 것으로 단순한 학습 참여 동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학습에 자신의 기

감과 가치를 기반으로 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송경화, 2014).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학 은행제에 한 참여 유의가와 학습몰입 간의 계를 연구한 송경화

(2014)는 두 변인 간의 유의미한 정 계를 밝 냈다.

3) 학습능력요인

가 자기조 학습능력

자기조 학습능력이란 학습 상황에서 학습자가 교수자의 통제 없이 스스로 학습을 

진행하는 능력이다(서희원, 2014). 서희원(2014)의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이러닝 학습상

황에서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습몰입에 직 인 정  향을 미친다고 밝 졌다. 

한 기업 사이버교육생을 상으로 연구한 주 주 외(2009b)도, 기업 사이버교육에서 

자기조 학습능력은 학습몰입에 직 인 정  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 다.

2. 학습몰입의 학습환경 특성요인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은 개인 인 특성뿐만 아니라 학습환경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Wlodkowski, 1999).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은 개인  특성과 다양한 환경 요

인들간의 역동 인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김진호, 2003). 이처럼, 성

인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외 인 환경과 조건은 학습몰입에 요한 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학습환경 특성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향을 주는 학습환경 특성요인에 하여 선행연구의 결과

를 분석하고 종합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학습몰입의 학습환경 특성요인을 박성익, 김연

경(2006)이 양 연구를 통해 구명한 학습몰입과 학습몰입의 향요인 계도를 기반

으로, 학습과제 련 요인을 학습과제요인으로 명명하고, 상호작용 련 요인을 학습진

행방법요인과 조직풍토요인으로 구분하 다. 학습과제요인은 학습하는 과제 내용이 

지니는 속성을 의미하며, 학습자의 가치 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진

행방법요인은 학습과제를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가와 학습과정에 학습자를 어느 정

도 참여시키는가를 의미한다. 조직풍토요인은 개인의 학습을 진하는 상사의 리더십, 

문화 등의 풍토를 말한다.

<표 5>는 학습몰입의 학습환경 특성요인을 밝힌 선행연구를 종합한 것이다. 학습

환경 특성요인을 학습과제요인과 학습진행방법요인, 조직풍토요인으로 구분하 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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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하위요인 측정 연구자 관계

학

습

환

경 

특

성

요

인

학습

과제

요인

유용성
조건 김성현(2009) 

박경환(2011)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실용성
조건

이용재(2010)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적절성
조건 김진호(2003)

이용재(2010)

독립변인→매개변인(+) 

(매개변인: 내재적 동기)

독립변인→종속변인(+)경험

상호작용성
조건

박경환(2011)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용이성
조건

박경환(2011)*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개인적 의미
조건

김진호(2003)
독립변인→매개변인(+) 

(매개변인: 내재적 동기)경험

학습

진행

방법

요인

학습과제 

제시방법

조건 김진호(2003)

권대봉, 배현경, 이현(2008)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학습자 참여
조건 김진호(2003)

권대봉 외(2008)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조직

풍토

요인

학습조직문화
조건

유선주 외(2013)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조직의 지원

조건 이용재(2010) 독립변인→종속변인(-)

경험
이용재(2010) 

주영주 외(2009a) 
독립변인→종속변인(±)

<표 5> 학습몰입의 학습환경 특성요인 선행연구 종합

하 요인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을 제시하 다. 한 하 요인별로 선행연구

의 학습몰입 측정 도구를 분석하여 학습몰입의 조건과 경험을 구분하 다. 계에는 

요인이 학습몰입에 정 인 향을 주는 경우 (+)로, 부 인 향을 주는 경우 (-)로 

표기하 고, 선행연구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로 표기하 다. 양  연

구의 경우 유의수  p.<.05에서 유의미한 변인만을 제시하 다.

1) 학습과제요인

가 유용성

유용성은 학습자가 학습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고, 실제 인 내용으로 업

무와 련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 김성 (2009) 연구에서는 이러닝 

강좌를 이용하면 학습자가 필요한 정보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직무능력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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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개념화하여 지각된 유용성과 학습몰입 간의 계를 

구명했다. 그 결과, 지각된 유용성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  향을 끼쳤다. 박경환

(2011)의 연구에서도 웹기반 학습환경의 질  정보시스템 질의 하나로 유용성을 포

함했다. 유용성은 학습에 얼마나 유용한가 하는 으로,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향

을 미친다고 밝혔다.

나 실용성

실용성이란 교육수료자가 학습한 내용이 실제 으로 얼마나 쓰일 수 있는가를 의미

한다. 이용재(2010)은 장기 복무 제 군인의 원활한 사회 응을 돕기 하여 직지

원교육의 효과성을 보기 해 제 군인을 상으로 연구를 실시하 다. 이용재(2010)

의 연구에서 실용성은 교육수료자가 사회 응 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의미한

다. 연구결과 실용성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  향을 미쳤다.

다 성

성이란 교육 수 의 한 난이도와 한 학습 분량, 흥미를 포함한다. 이용

재(2010)의 연구에서 학습 로그램의 성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  향을 끼치

는 것으로 밝 졌다. 한 성과 유사한 의미로 난이도를 살펴볼 수 있다. 학습 과

제의 난이도에 따라 학습자가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것이 한지 결정되기 때문이

다. 김진호(2003)의 연구에서 학습내용의 난이도는 내재  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습몰입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난이도가 내재  동기에 향을 미치지

만, 학습몰입에는 직 인 향을 미치지 않음이 밝 졌다. 

라 상호작용성

학습내용의 상호작용성은 학습장면에서 상호작용 서비스의 질을 의미한다. 이는 컨

텐츠에서 제공되지 않은 지식의 달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학습 략의 수립이

나 학습동기 유지 등의 상호작용성을 의미한다(이종기, 2004). 웹기반 평생학습자를 

상으로 한 박경환(2011)의 연구에서 상호작용 서비스의 질은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용이성

용이성이란 학습자가 학습 로그램을 이용할 때 노력을 들이지 않는 정도를 의미

한다. 박경환(2011)의 연구에서는 웹기반 학습환경의 질  정보시스템 질의 하나로 

사용 용이성을 고려하 다. 사용 용이성은 정보시스템 사용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정

도이다. 박경환(2011)는 용이성이 학습몰입에 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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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인  의미

개인  의미는 학습에서 다루는 과제가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면 학습자의 

내재  동기가 높아진다는 의미이다(김진호, 2003). 김진호(2003)의 연구에서 개인  

의미는 내재  동기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학습몰입에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의미가 내재  동기에 향을 미치지만, 학습몰입에는 직 인 향을 미

치지 않음이 밝 졌다. 

2) 학습진행방법요인

가 학습과제 제시방법

학습과제 제시방법이란 성인교육자가 학습내용을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는 

정도이다. Stipek(1993)에 따르면, 교육자가 학습과제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학

습자의 학습과제에 한 열정은 달라질 수 있다. 즉, 학습과제를 흥미롭고 이해하기 

쉽게 제시할수록 학습자의 내재  동기가 향상된다. 김진호(2003)의 연구에서는 이러

한 학습과제 제시방법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 한 권

 외(2008) 연구에서도 학습과제 제시방법으로 조직화를 연구하 다. 조직화는 수업 

내용의 효율 이고 체계 인 조직을 한 것이다. 권  외(2008)의 연구 결과, 교수

자의 조직화 특성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에 유의미한 정  향을 나타냈다. 즉, 성

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을 해서는 일련의 과제들을 조직화하여 제공해야 한다. 

나 학습자 참여

학습자 참여는 학습과정에 학습자의 참여정도를 의미한다. 김진호(2003)는 학습자의 

참여정도가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

습몰입을 해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극 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 교

수자와의 상호작용은 교수자가 학습자의 학습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학습자를 

조력하는 것으로 교수자의 지속 인 심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학습과 련한 빈번한 

커뮤니 이션을 통해 이루어진다. 권  외(2008)의 연구에서도 교수자의 상호작용 

특성이 학습자의 학습몰입에 향을 미친다고 하 다.

3) 조직풍토요인

가 학습조직문화

학습조직문화는 조직의 발 이나 개선을 하여 조직 내에서 개인학습,  학습, 조

직학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습결과를 지속해서 성과에 연결하는 한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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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결과를 끊임없이 학교조직 체에 용함으로써 변화를 진하는 문화로 정의한다

(유선주 외, 2013). 등학교 교사 908명을 상으로 연구한 유선주 외(2013)의 연구는 

학습조직문화가 교사의 학습몰입에 정  향을 미친다고 하 다.

나 조직의 지원

기업의 사이버교육에서 조직의 지원은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 조직 문화를 하  

요인들로 포함한다. 상사의 지원이란 학습자의 상사가 교육훈련에 한 가치를 부여

하고, 훈련 참가를 극 지원하고, 훈련 후 훈련 받은 내용을 직무에 용하는 것에 

해 정 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이도형, 1996). 동료의 지원은 교육훈련 과정

을 통해 얻은 교육훈련 참가자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해 조직 내 동료들이 심

을 가지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김성완, 김재훈, 

2003). 조직문화란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신념, 의식구조, 가치   행동양식 

등의 패턴을 의미하여 조직 내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로써

(Robbins & Judge, 2003), 조직 구성원들이 일상 업무의 수행에서 학습이 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조직 분 기를 의미한다. 주 주 외(2009a)의 연구는 기업 사이

버교육 학습자들을 상으로 조직의 지원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이용재(2010)의 연구는 장기 복무 제 군인의 원활한 사회 응을 돕기 해 

직지원교육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해 행해졌다. 연구에서 조직 지원은 상사 지원, 

동료지원, 부 지원을 포함하는 개념이었고, 조직지원은 학습몰입에 부  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국내 성인학습자 학습몰입의 개념  통합 모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국내 성인학습자 학습몰입의 향요인을 종

합하여 개념  통합 모형을 설계하 다([그림4] 참조).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요인을 종

합한 결과, 성격요인, 학습동기요인, 학습능력요인, 학습과제요인, 학습진행방법요인, 조

직풍토요인은 각각 학습몰입 조건과 학습몰입 경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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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내 성인학습자 학습몰입 영향요인의 개념적 통합 모형

* 내재적 학습동기(독립변인)와 내재적 동기(매개변인)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 하위요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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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 경험을 하여 학습몰입에 향을 주는 학습

자 특성요인과 학습환경 특성요인을 밝히고,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한 학습몰입을 학습몰입 조건과 학습몰입 경험으로 구분하

여 각각의 향요인을 구명하고자 하 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학습자에게는 학습행동에 한 통제력과 학습결과에 한 자신감을 부여해

주고 학습상황에서 즉각 이고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학령기를 벗어난 성

인학습자는 학교라는 물리  통제와 선생님의 존재라는 심리  통제가 배제된 상태이

다. 때문에 학습행동에 한 통제력은 개인의 성격요인에 기반한다. 특히 성격요인의 내

 통제 소재와 학습능력요인의 자기조 학습능력은 개인이 스스로 학습상황을 통제하

고, 교수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학습을 지속하는 데 요한 하 요인이다. 이를 고려하여 

교수자는 성인학습자들이 학습에 한 통제력과 자기조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 인 

자아개념을 확립하여 학습상황에서 스스로 학습몰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성인의 자아개념은 아동의 자아개념에 비해 안정 이기 때문에(Knox, 1977), 학습

상황에서 지속 으로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해 다면, 성인학습자는 정 인 자아개

념을 확립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습상황에서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활동 그 

자체에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즉각 이고 정 인 피드백을 제공해  필요가 있으며, 

학습자 스스로도 자신의 효과 인 학습을 한 심리  기제를 개발해나가야 한다.

둘째, 성인학습자는 학습활동을 통해 만족과 흥미를 느끼며, 자신이 추구하는 보상을 

획득하고자 한다. 즉, 내재  학습동기와 외재  학습동기를 통해 학습하고자 할 때, 

학습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는 일반 인 학생들과는 다르게 단지 흥미만을 

추구하는 학습활동에는 큰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성인학습자들은 학습활동을 통한 

학습결과에 주목하며, 학습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보상과 기 를 얼마나 충족시켜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인학습자들이 명확한 이유로 학습활동에 참여했

다면 내재  동기에 의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 략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셋째, 성인학습자들은 서로 다른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 능력수

에 따른 개인차를 고려하여 학습과제를 제시하여야 한다. 성인학습자들은 학습내용

이 자신의 경험이나 욕구와 련되고 즉각 으로 업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과업이나 인생에 즉각 인 유용성을 가지는 주제에 가장 흥미를 느낀다. 따라

서 성인학습자들의 재 상황에 합한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성인학습자들은 학습장면에 극 인 참여를 통해 교수자와 상호작용할 때 

학습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해 학습장면에서 교수자는 학습자의 극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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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끌어 내기 해 질문을 제공해야 한다. 질문은 성인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응답이어야 극 인 참여를 기 할 수 있다. 성인학습자들은 실용

인 학습자로서, 자신의 생활과 업무에 용할 수 있는 학습을 기 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습몰입에 정  향을 미치는 학습진행방법요인은 학습과제 제시방법, 학

습자 참여가 제시되었다. 특히, 학습과제를 제시할 때 학습 략과 학습자의 능력에 

한 과제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몰입에 조건에 필수 인 요소이다. 학습몰입은 학습자

의 능력과 학습과제에 한 도 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수자가 정 수 의 과제

를 제시해야 학습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교수자는 사

에 학습 참여자의 수 을 악해야하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양한 수 의 학습 

자료를 비하거나, 학습 직 에 학습자와의 소통을 통해 학습수 을 악해야 한다.

여섯째, 성인학습자가 속한 조직풍토요인은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진할 수도, 해

할 수도 있는 요인이다. 조직풍토요인으로 학습조직문화특성을 가진 조직은 학습결과

를 지속해서 성과에 반 시키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은 일상 업무 수행에서 학습이 

요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조직에 속한 성인학습자들은 학습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하고 학습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이 구축되

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직풍토는 상사의 지원, 동료의 지원과 함께 조직

의 지원 요인으로 확장할 수 있다. 조직의 지원은 성인학습자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함으로써 학습몰입을 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직의 지원은 학습몰입의 

조건과 경험에 부 인 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조직의 지원이 학습자의 학습몰입을 

해하는 경우는 조직의 필요에 의해 학습활동이 제공된 경우와 학습자에게 학습동기

가 부여되기 에 학습활동에 강제 으로 투입되었을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므로 조

직의 지원을 제공하기 앞서 학습의 주체가 되는 학습자들에게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에 한 요구를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 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2. 제언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일부 한정된 논문을 분석 상으로 선정

하 기 때문에 다음에 같은 연구의 제한 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 상은 온라인 사

이트를 통해 검색된 국내 학 논문  학술지에 한정하 기 때문에 성인학습자의 학습

몰입을 주제로 한 모든 선행 연구를 분석하지 못하 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

는 으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를 바탕에 두고 진행하 기 때문에 실제 성인

학습자 학습몰입에 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연구

의 제한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후속연구를 한 제언을 제시하 다.

첫째, 평생학습과 평생교육이 두되는  사회에서 성인학습자에 한 요성과 

심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한 학습몰입 련 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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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하는 연구는 그 필요성 비해 인 양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성인학습자 

학습몰입 련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추가 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성인학습자 학습몰입 향요인에 한 질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선행연

구는 성인학습자의 학습몰입을 실증 으로만 구명하 다. 심리  기제의 특징을 지니

는 학습몰입 특성에 기반하여 볼 때, 성인학습자를 상으로 학습몰입 향요인에 

한 질  연구를 시행하여 성인학습자가 학습몰입을 경험하는 조건과 특성을 심도 있

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학습자와 아동학습자의 학습몰입 향요인의 차별성을 구명하는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학교장면에서 벗어난 성인학습자들이 아동학습자 는 학생 신분의 

학습자들과는 다른 학습몰입 향요인을 가질 것이다. 이를 구명하는 연구가 시행되면, 

아동의 학습상황과 성인 학습상황의 학습몰입 조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인학습자 학습몰입에 향을  수 있는 조직차원 요인을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학습몰입 향요인을 학습자 차원이나 학습환경 차원을 넘어 조직차원의 

요인으로도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직 내 성인학습자들의 학습몰입을 해 조직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에 한 시사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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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minants Influencing Learning Flow of 

Domestic Adult Learners

: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Young-ju Yoo, Jin-mo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 conceptual integrative model of 

domestic adult learners’learning flow determinants through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on individual learner and learning environment determinants that influence 

learning flow. The constructs are categorized by individual learner and learning 

environment variables. This study implements the study process of Torraco(2005)’s 

and identifies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learning flow.

 The resul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 learner category is 

subdivided into personalit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ability variables. The 

personality variables are self-esteem, self-efficacy, internal locus of control, 

character strengths and autotelic personality. The learning motivation variables are 

intrinsic learning motivation, extrinsic learning motivation,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valence. The learning ability variable is self-regulation learning 

ability. Second, the learning environment category is subdivided into learning 

tasks, learning method and organizational climate variables. The learning tasks 

variables are usefulness, practicality, appropriacy, interactivity, easiness and 

personal meaning. The learning method variables are learning tasks presentation 

method and learner participation. The organizational climate variable are learning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support.

Key word: Adult Learners, Learning Flow,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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