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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iv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family strength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flow. 

Methods: To achieve this purpose, a survey on the family strength and flow was 

conducted on 113 male college students and 187 female college students. Correlation analysis 

and independent sample t-test were carried out among the variables, and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family strength on flow.

Resul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family strength of the college students had 

a static correlation with flow. Secondly, the examination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the family strength and the flow revealed that the family 

strength and flow of male stud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female 

students. Thirdl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influence of family strength on flow when 

the sociodemographic background was controlled, the shared value system among family 

members, the ability of problem solving, and ties with family members from the sub-factors 

of family strength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factors of flow.

Conclusions: Through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that family strength is 

important for college students who have greater independence and freedom than in middle and 

high school, and the higher family strength was, the higher flow was. This result can be used 

as a basis to prepare a practical intervention plan to increase the flow of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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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학생 시기는 일반 인 

수학능력을 키우는 고등학교 시기와는 달리 자신

이 선택한 공 역에 한 문 인 지식과 기술

을 익히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 익힌 공지식과 기

술은 직업선택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신의 공을 잘 선택하고 선택한 공에 몰입하

는 것은 성인기의 삶을 비하는데 있어 매우 요

한 일일 것이다. 정진철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공몰입은 진로탐색효능감과 직업탐색 

행동에 향을 미친다. 즉, 공에 몰입할수록 계

구축, 면  효능감 등의 진로탐색효능감 수 이 높

으며 더 극 으로 자기자신  직업세계에 한 

탐색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학생 시기에 몰입은 이후 삶에 향을 미치는 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몰입(flow)이란 어떤 과제에 푹 빠져서 시간감각

조차 잃어버리고 주변의 상황에 해 의식조차 못

할 정도로 일에 몰두하여 외 인 보상이 없더라도 

일 그 자체를 즐기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Csikszentmihalyi, 1975). Csikszentmihalyi는 ‘삶

을 훌륭하게 가꾸어주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깊

이 빠져드는 몰입’이라고 단언하며, 몰입에 뒤이어 

오는 행복감은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어

서 우리의 의식을 그만큼 고양시킨다고 했다. 몰입

을 통해 일과 놀이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이 바람

직하고 건강한 삶이다(황농문, 2007에서 재인용).

몰입경험은 개인의 성장(Csikszentmihalyi, 1997)

과 함께 학생들의 학습 참여와 성취감에 향을 

다(Carli 등, 1988; Nakamura, 1988). 몰입경험에 

할애된 시간이 많을수록 자존감이 향상되고(Wells, 

1988; Adlai-Gail, 1994)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이 

커진다(Csikszentmihalyi, 1997). 몰입경험의 빈도

와 강도가 높을수록 학환경에서의 응과 삶의 

안녕감이 더 높았으며, 몰입 경험의 빈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지 않은 사람들보다 문제 심 처

를 더 많이 사용하고 회피를 더 게 사용한 것으

로 나타났다(Asakawa, 2010). 이런 이유로 몰입 경

험은 학업성취 뿐 아니라 진로와 취업 비  학

생활의 부 응 문제를 해결하기 한 요한 심리  

특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이숙정, 2011).

몰입 경험은 개인  변인들과 더불어 환경 인 

변인들이 통합 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

데(Nakamura와 Csikszentmihalyi, 2002) 여러 가

지 변인들 에서도 특히 가정환경 내의 경험은 몰

입을 쉽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sikszentmihalyi, 1990). 

가정환경 내의 경험은 가족원 간 의사소통방식, 

가족원 간의 유 의 정도, 문제해결 방식  능력 

등 여러 가지로 측정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포

하는 개념으로 가족건강성이 있다. 가족건강성 개

념에 따르면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 간 유 가 강

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신뢰가 있으며, 언어

･비언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기나 문제를 

정 인 방법으로 처리하며, 가족원 간에 가치체

계나 신념을 공유하는 가족이다(어은주와 유 주, 

1995). 

가족건강성은 몰입과 한 련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 등학생 460명을 상으로 한 

연구(정혜원과 조옥귀, 2011)에서 가족건강성이 높

은 아동이 몰입경험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학생 521명을 상으로 한 연구(강승희, 

2012)에서도 가족건강성이 학습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류미 (2011)은 마

이스터고 남학생 463명을 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실습 몰입경험 간의 계를 조사하 는데 가족건

강성이 높을수록 실습 몰입 경험수 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들의 몰입 정

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다. 

가족건강성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가족건강

성의 하 요인들과 몰입과의 계를 검증한 연구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유은주 등(2010)과 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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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는 ･고등학생을 상으로 가정의 심리  

환경과 학습몰입 간의 계를 분석하 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지원과 사랑받

고 있다는 느낌은 학습자가 능동 으로 수행과정

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의 에 지

를 사용하는데 집 할 수 있도록 도와 다고 보고

하 다. Hektner(1996)도 청소년 281명을 상으로 

몰입이 최 의 인간 발달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하면서 가정의 도 과 지원과 같은 가정

환경이 몰입에 유의미한 상 이 있음을 밝혔다. 민

지애(2012)는 학생 308명을 상으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계를 연구하 는

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좋을수록 진로결정몰

입 수 이 높았다. 이는 역기능 인 소통이 고 

개방  소통이 많을수록 학생들이 진로결정과정

에 심리 으로 집 하여 탐색과 여활동을 더 

극 으로 수행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Mesurado와 

Minzi(2013)는 아동 909명을 상으로 몰입과 련

된 아동의 성격과 부모-자녀 계 인식에 한 연

구를 진행하 는데 순기능 인 부모-자녀 계는 

자녀의 성격과 몰입에 정 인 향을 미치지만, 

역기능 인 부모-자녀 계는 몰입과 자녀의 성격

에 부정 인 향을 미쳤다. 이러한 국내외 연구결

과들은 가족구성원 간의 계를 어떻게 경험하는

지에 따라서 몰입의 수 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가족건강성과 몰입의 계를 연구한 국내의 선

행연구를 개 해 보면, ･ 기 청소년을 상으로 

살펴본 연구(류미 , 2011; 정혜원과 조옥귀, 2011; 

강승희, 2012)는 있었으나,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

는 학생을 상으로 가족건강성이 몰입에 어떠

한 향을 미치는지에 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이 학

생의 몰입에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

다.

한편 가족건강성을 지각하는 정도는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다는 결과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지만 

결과들이 일 되지는 않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연구(강소라와 박혜인, 2001; 김민경, 2012; 

송인숙 등, 2013)와 이와 반 로 남학생보다 여학

생이 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하는 연구(윤세은, 2000; 

김연화, 2007), 그리고 가족건강성의 지각에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양순미, 2001; 조한

숙과 문 , 2008; 류남애 등, 2011; 최정혜, 2015; 

고경자와 정혜정, 2016)가 있다. 학생 집단을 연

구한 강소라와 박혜인(2001)과 송인숙 등(201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

성이 높았다. 반면 김연화(2007)는 아동집단에서, 

윤세은(2000)은 청소년 집단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

다. 그밖에 아동, 청소년, 맞벌이 교사, 성인을 상

으로 한 가족건강성 연구(양순미, 2001; 조한숙과 

문 , 2008; 류남애 등, 2011; 최정혜, 2015; 고경

자와 정혜정, 2016)에서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상 집단과 성별에 따라 상

이한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가족건

강성에 한 성별의 차이는 비일 으로 보고되

고 있으므로 학생 집단의 경우 성별에 따라 가족

건강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몰입수  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선행연구(이요행 등, 2005; 김

재, 2010; 진숙, 2010; 용정 , 2011; 안병욱, 2013)

를 보면 체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몰입 수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용정

(2011)의 연구에서는 몰입의 하 요인인 당면과제 

집 , 통제감, 자의식 월에서는 남자 학생이 여

자 학생보다 높았지만 명확한 목표에 있어서는 

여자 학생이 남자 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나 몰입의 하 요인에 따라 성별 차이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몰입 총   몰입 하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학년 한 몰입수 과 

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체로 사회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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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에 둔 고학년들이 학년들에 비해 공몰입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주, 2007; 유지수와 

최수 , 2011).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족

건강성이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

는 성별이나 학년과 같은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상으로 하

여 가족건강성이 몰입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성별, 학년과 같은 인구사회학  요인을 통

제한 후 가족건강성이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

하 다. 구체 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가족건강성과 몰입 간의 상

계는 어떠한가?

둘째,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라 가족건강성과 

몰입은 어떠한가?

셋째, 가족건강성과 몰입 하 요인은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인구사회학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

족건강성이 몰입에 미치는 향은 어떠 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 상

본 연구는 편의 표집을 통해 부산, 구지역에 

소재하는 4개 학교에 재학 인 학생 320명을 

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설문조사는 

2015년 11월에 실시하 으며, 연구자가 직  해당 

학교에 방문하여 담당교수를 만나 연구목 과 

설문방법을 설명하여 설문 조를 받았으며 연구자

와 담당교수가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 고 

설문조사가 끝난 후 연구자가 수거하 다. 회수된 

307부 설문지  무응답  획일 인 응답을 한 경

우 등 7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300명의 설문지를 최

종 분석하 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13명(37.7%), 

여학생이 187명(62.3%)이었다.

2. 측정도구

1) 가족건강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을 

측정하기 하여, 어은주와 유 주(1995)가 제작한 

가족건강성 질문지를 사용하 다. 가족건강성 척도

는 가족원 간의 유 ,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가족

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의 4개의 하 요인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고, 4  Likert 척도이며 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가족건강성의 수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어은주와 

유 주(1995)의 연구에서 척도의 체 신뢰도는 

0.94,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가족원 간

의 유  0.91,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0.91,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0.93,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

유 0.93이었다.

2) 몰입 척도

학생의 몰입을 측정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Jackson과 March(1996)가 개발한 몰입특성척도

(DFS:Dispositional Flow Scale)를 Jackson과 

Eklund(2002)가 개정한 몰입특성척도 개정 (DFS-S: 

Dispositional Flow Scale-2)을 한은숙과 이희경

(2011)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 다. 도 과 능력의 

균형, 행 와 인식의 통합, 명확한 목표, 구체  피

드백, 당면과제 집 , 통제감, 자의식 월, 시간감

각의 변형, 자기목  경험의 9가지 하 요인으로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식 5  척도로 수가 높을수록 몰입수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은숙과 이희경(2011)의 연구에서 척

도의 체 신뢰도는 0.95이었고,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는 도 과 능력의 균형 0.75, 행 와 

인식의 통합 0.80, 명확한 목표 0.77, 구체  피드백 

0.75, 당면과제 집  0.76, 통제감 0.76, 자의식 월 

0.79, 시간감각의 변형 0.83, 자기목  경험은 

0.77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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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  배경 변수

학생의 성별은 남자를 기 변수(0)로 하여 여

자를 1로 더미변수로 처리하 다. 학년의 경우 1학

년을 기 변수(0)로 하여 2, 3, 4학년을 각각 더미

변수로 처리하 다. 주  경제수 의 경우 ‘상’, 

‘ 상’은 상 계층으로, ‘ ’은 간계층으로, ‘ 하’ 

 ‘하’는 하 계층으로 분류하 다. 종교의 경우 

개신교와 천주교는 기독교로 한 항목으로 분류하

고 불교, 종교 없음 등으로 코딩하 다. 가족유형

의 경우 부모가 모두 친부모인 양친부모가정을 기

변수(0)으로 하 고 별거나 이혼, 사별 등으로 한 

쪽 부모와 사는 한부모가정을 1로 코딩하 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 첫째, 

연구 상자들의 인구통계학  특성을 악하기 

한 방법으로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둘

째, 가족건강성의 하 요인과 몰입과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해 상 분석을 실시하 다. 셋째, 인구

사회학  배경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몰입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해 t 검증  분산분석

(ANOVA)을 실시하 다. 분산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경우 Scheffe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

다. 넷째, 가족건강성이 몰입에 미치는 향력을 검

증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Ⅲ. 연구결과

1. 연구 상자의 인구사회학  배경

본 연구의 상은 부산, 구지역의 학생 남녀 

300명으로 연구 상자들의 인구사회학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 

37.7%, 여학생 62.3%로 구성되어 있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1학년(남 42.5%, 여 43.3%), 2학년(남 

23%, 여 15.5%), 3학년(남 20.4%, 여 15.5%), 4학년

(남 14.2%, 여 25.7%)으로 1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

았다. 공은 인문사회계열(남 55.8%, 여 44.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연공과계열(남 39.8%, 여

44.9%), 사범계열(남 2.7%, 여 7%), 기타(남 1.8%, 

여 2.1%), 체능계열(남 0%, 여 1.6%)이 참여하

다. 종교는 종교가 없는 학생(남 55.8%, 여58.8%)

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남 23%, 여 

21.4%), 불교(남 16.8, 여 14.4%), 천주교(남 4.4%, 

여 4.8%), 기타(남 0%, 여 0.5)순으로 나타났다. 부 

직업은 생산･기능직(남 11.5%, 여 25.1%), 매･서

비스직(남 16.8%, 여 19.3%), 문직(남 15%, 여 

18.7%), 사무직(남 19.5%, 여14.4%), 기타(남 16.8%, 

여 13.4%), 행정  리직(남 15.9%, 여 5.9%), 농

업･어업･축산업(남 4.4%, 여 3.2%)에 종사했다. 가

족유형은 양친부모가정(남 80.5%, 여 87.2%)이 

부분을 차지하 고 이혼이나 별거, 사별한 한부모

가정(남 17.7%, 여 9.6%), 기타 가정(남 1.8%, 여 

3.2%)이 다. 상자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주  

경제  수 은 ‘ ’(남 48.7%, 여 48.1%)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 하’(남 20.4%, 여 

32.1%), ‘ 상’(남 23%, 여 16%), ‘하’(남 6.2%, 여 

2.1%), ‘상’(남 1.8%, 여 1.6%)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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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상자의 일반  특성(N=300)
단 : N(%)

변 인 남(N=113) 여(N=187)

학년

1학년 48(42.5) 81(43.3)

2학년 26(23.0) 29(15.5)

3학년 23(20.4) 29(15.5)

4학년 16(14.2) 48(25.7)

공

인문사회계열 63(55.8) 83(44.4)

자연공과계열 45(39.8) 84(44.9)

사범계열 3(2.7) 13(7.0)

체능계열 0(0.0) 3(1.6)

기타 2(1.8) 4(2.1)

종교

기독교 26(23.0) 40(21.4)

불교 19(16.8) 27(14.40)

천주교 5(4.4) 9(4.8)

없음 63(55.8) 110(58.8)

기타 0(0.0) 1(0.5)

부직업

문직 17(15.0) 35(18.7)

사무직 22(19.5) 27(14.4)

행정  리직 18(15.9) 11(5.9)

매･서비스직 19(16.8) 36(19.3)

생산･기능직 13(11.5) 47(25.1)

농업･어업･축산업 5(4.4) 6(3.2)

기타 19(16.8) 25(13.4)

가족유형

양친부모 91(80.5) 163(87.2)

한부모 20(17.7) 18(9.6)

기타 2(1.8) 6(3.2)

주  경제수

상 2(1.8) 3(1.6)

상 26(23.0) 30(16.0)

55(48.7) 90(48.1)

하 23(20.4) 60(32.1)

하 7(6.2)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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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건강성과 몰입 간의 상 계 분석 

가족건강성과 몰입 간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는 <표 2>와 같다. 가족건강성 총 과 몰입총

은 유의미한 수 에서 정 상 계를 보 다

(r=0.38, p<0.01), 가족건강성 총 과 몰입의 하

요인을 살펴보면, 도 과 능력의 균형(r=0.39, p<0.01), 

구체  피드백(r=0.34, p<0.01), 통제감(r=0.34, p<0.01), 

자기목  경험(r=0.29, p<0.01), 명확한 목표(r=0.27, 

p<0.01), 당면과제 집 (r=0.27, p<0.01), 행 와 인식

의 통합(r=0.19, p<0.01), 자의식 월(r=0.14, p<0.05)

순으로 시간감각의 변형을 제외한 나머지 하 요인 

모두가 정 상 계를 보 다. 

<표 2> 가족건강성과 몰입 간의 상 계
(n=300)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가족건강성 총 1

2. 가족원 간의 유 .96
**

1 　 　 　 　 　 　 　 　 　 　 　 　 　

3.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94** .88** 1 　 　 　 　 　 　 　 　 　 　 　 　

4.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91

**
.85

**
.81

**
1 　 　 　 　 　 　 　 　 　 　 　

5.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91

**
.81

**
.79

**
.77

**
1 　 　 　 　 　 　 　 　 　 　

6. 몰입 총 .38
**

.35
**

.33
**

.34
**

.37
**

1 　 　 　 　 　 　 　 　 　

7. 도 과 능력의 균형 .39
**

.36
**

.34
**

.37
**

.40
**

.81
**

1 　 　 　 　 　 　 　 　

8. 행 와 인식의 통합 .19** .17** .18** .18** .18** .55** .37** 1 　 　 　 　 　 　 　

9. 명확한 목표 .27
**

.26
**

.24
**

.24
**

.27
**

.67
**

.51
**

.22
**

1 　 　 　 　 　 　

10. 구체  피드백 .34
**

.30
**

.29
**

.30
**

.35
**

.81
**

.74
**

.32
**

.68
**

1 　 　 　 　 　

11. 당면과제 집 .27** .25** .23** .23** .28** .70** .58** .24** .42** .58** 1 　 　 　 　

12. 통제감 .34
**

.30
**

.33
**

.32
**

.32
**

.71
**

.59
**

.33
**

.39
**

.57
**

.54
**

1 　 　 　

13. 자의식 월 .14
*

.12
*

.14
*

.11 .14
*

.57
**

.41
**

.19
**

.27
**

.42
**

.40
**

.37
**

1 　 　

14. 시간감각의 변형 .06 .09 .04 .03 .04 .42** .16** .07 .14* .17** .16** .13* .09 1 　

15. 자기목  경험 .29
**

.27
**

.25
**

.27
**

.31
**

.63
**

.54
**

.26
**

.42
**

.45
**

.37
**

.44
**

.19
**

.15
**

1

*p<0.05, **p<0.01, ***p<0.001 

3.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몰입의 차이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표 3> 성별, 학년 등에 있어서는 집

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유

형, 주  경제수 , 종교에 따라서는 가족건강성

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양친부모가정의 학생들은 한부모

가정의 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t=2.49, p<0.01). 주  경제수 과 종교 한 가

족건강성과 련이 있었는데 Scheffe의 사후검증

을 실시한 결과 상 계층의 학생들이 하 계층

의 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고, 불교 학

생이 기독교 학생들보다 가족건강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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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

변인 범주 평균(SD) 변인 범주 평균(SD)

성별

남학생 2.83(.55)

학년

1학년(a) 2.77(.55)

여학생 2.77(.47)
2학년(b) 2.80(.44)

t값 1.04

가족유형

양친부모(a) 2.83(.49) 3학년(c) 2.80(.54)

한부모가정(b) 2.61(.54) 4학년(d) 2.84(.41)

t값 2.49
**

F값 0.28

주  

경제수

상 계층(a) 2.95(.46)

간계층(b) 2.80(.48)

종교

기독교(a) 2.74(.44)

불교(b) 2.97(.46)하 계층(c) 2.68(.53)

없음(c) 2.77(.50)F값 5.76***

F값 3.42
**

Scheffe 사후검증 a>c
사후검증 b>a

*p<0.05, **p<0.01, ***p<0.001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라 몰입 수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성별  학년은 몰입 수

에 차이가 있었으나 가족유형, 종교, 주  경제수

은 몰입 수 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표 4>. 구체 으로 살펴보면 남학생(M=3.44)이 

여학생(M=3.29)에 비해 몰입 수 이 높았고(t=2.32, 

p<0.05) Scheffe의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1학년 

학생들보다 4학년 학생들의 몰입 수 이 유의미하

게 더 높게 나타났다(F=6.30, p<0.01). 

<표 4>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른 몰입의 차이

변인 범주 평균(SD) 변인 범주 평균(SD)

성별

남학생 3.44(.57)

학년

1학년(a) 3.20(.55)

여학생 3.29(.54) 2학년(b) 3.35(.49)

t값 2.32
*

3학년(c) 3.46(.61)

가족유형

양친부모(a) 3.36(.55) 4학년(d) 3.54(.52)

한부모가정(b) 3.33(.63) F값 6.30
**

t값 0.26 사후검증 d>a

주  

경제수

상 계층(a) 3.42(.57)

종교

기독교(a) 3.27(.47)

간계층(b) 3.37(.57) 불교(b) 3.32(.51)

하 계층(c) 3.25(.53) 없음(c) 3.38(.56)

F값 2.02 F값 1.01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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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족건강성과 몰입 하 요인의 성별 차이 

검증

가족건강성과 몰입의 하 요인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t-test

를 실시하 다. <표 5>에 따르면 몰입 총 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건

강성 총 에 있어서는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하 요인을 살펴보면 몰입의 9가지 하 요인 

 자의식 월(t=3.98, p<0.001), 명확한 목표(t=2.70, 

p<0.01), 구체  피드백(t=2.58, p<0.01), 자기목  

경험(t=2.02, p<0.05), 당면과제 집 (t=1.86, p<0.10), 

도 과 능력의 균형(t=1.72, p<0.10)등 6가지 하 요

인에 있어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건강성의 하 요인을 살펴보면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t=1.64, p<0.10)에서만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가족건강성과 몰입의 평균 차이 검증 

변인
남 (n=113) 여 (n=187)

t
M (SD) M (SD)

가족건강성 총 2.83(.55) 2.78(.47)  1.00

가족원 간의 유 29.65(5.92) 29.34(5.18)  0.46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25.03(5.15) 24.75(4.31)  0.48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17.55(3.60) 17.01(3.13)  1.33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24.13(5.25) 23.15(4.68)  1.64
+

몰입 총 3.44(.57) 3.29(.55)  2.32*

도 과 능력의 균형 14.33(2.92) 13.72(3.01)  1.72
+

행 와 인식의 통합 13.74(2.87) 13.57(5.67)  0.30

명확한 목표 14.42(3.48) 13.28(3.61)  2.70**

구체  피드백 13.97(3.03) 13.09(2.80)  2.58
**

당면과제 집 13.91(2.87) 13.25(3.05)  1.86
+

통제감 13.56(3.30) 13.12(2.78)  1.22

자의식 월 11.95(3.83) 10.20(3.61)  3.98
***

시간감각의 변형 13.48(3.06) 14.34(5.70) -1.49

자기목  경험 14.48(3.95) 13.71(2.61)  2.02*

+p<0.1, *p<0.05, **p<0.01, ***p<0.001 

5. 가족건강성이 몰입총   몰입 하 요인에 

미치는 향

1) 가족건강성이 몰입 총 에 미치는 향

성별(기 변수=남자)과 학년(기 변수=1학년)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건강성이 몰입 총 에 미치

는 향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

석결과 가족건강성의 4가지 하 요인  가족원 간

의 가치체계공유만이 몰입 총 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93, p<0.05). 한편 통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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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투입된 성별과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과 

학년 모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남학

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몰입 총 이 낮게 나타났다. 

학년의 경우 1학년 학생들에 비하여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의 몰입 총 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것은 여

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몰입하는 경향이 높으

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몰입수 이 높

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6> 가족건강성이 몰입총 에 미치는 향

변인
비표 화 계수 표 화계수

(β)
t

B 표 오차

(상수) 2.200 .176 12.535

성별(여자=1) -.137 .062 -.118 -2.219
*

2학년 .130 .082 .089  1.582

3학년 .235 .083 .159  2.817
**

4학년 .326 .079 .238  4.134
***

가족원 간의 유 .010 .014 .098  0.743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000 .014 .004  0.032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016 .018 .092  0.870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022 .011 .193  2.020*

F 9.755
***

R² .211

+p<0.1, *p<0.05, **p<0.01, ***p<0.001 

2) 가족건강성이 몰입의 하 요인에 

미치는 향

가족건강성이 몰입의 9가지 하 요인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기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 고 이 

 유의미한 결과만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가

족건강성의 4가지 하 요인  가족원 간의 의사소

통을 제외한 3가지 하 요인이 몰입의 하 요인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으

로 살펴보면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몰입의 

4가지 하 요인에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 과 능력의 균형(β=0.249, p<0.01), 구체  피드

백(β=0.227, p<0.05), 당면과제 집 (β=0.203, p<0.05), 

자기목  경험(β=0.194, p<0.10)순으로 정 인 

향이 나타났다.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은 도

과 능력의 균형(β=0.194, p<0.10)과 통제감(β=0.183, 

p<0.10)에 향을 미쳤으며, 가족원 간의 유 는 

몰입의 하 요인인 시간감각의 변형(β=0.303, p< 

0.05)에서 유의미한 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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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족건강성이 몰입의 하 차원에 미치는 향

변인

도 과 능력의 
균형

구체  피드백 당면과제 집 통제감
시간감각의 

변형
자기목  

경험

표 화
계수
(β)

t
표 화
계수
(β)

t
표 화
계수
(β)

t
표 화
계수
(β)

t
표 화
계수
(β)

t
표 화
계수
(β)

t

(상수)  8.014  8.841  9.287  7.768  6.932  8.843

성별(여자=1) -.073 -1.385 -.126 -2.317
*

-.095 -1.724
+

-.055 -0.998 .079  1.335 -.110 -1.979
*

2학년 .131  2.342
*

.113  1.963
+

.133  2.264
*

.072  1.240 .029  0.459 -.014 -0.243

3학년 .159  2.863** .170  2.982** .159  2.721** .143  2.470* .004  0.058 .081  1.383

4학년 .255  4.497
***

.218  3.736
***

.257  4.318
***

.204  3.440
***

.038  0.599 .194  3.231
***

가족원 간의 

유
.018  0.140 .030  0.221 .069  0.504 -.116 -0.852 .303  2.070

*
.008  0.057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
-.049 -0.426 -.012 -0.100 -.048 -0.395 .173  1.428 -.146 -1.113 -.031 -0.250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194  1.857
+

.102  0.949 .051  0.467 .183  1.685
+

-.089 -0.755 .136  1.235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249  2.641

**
.227  2.343

*
.203  2.050

*
.118  1.202 -.015 -0.138 .194  1.943

+

F 10.941
***

8.340
***

6.50
***

7.173
***

1.004 5.999
***

R² .231 .187 .152 .165 .027 .142

+p<0.1, *p<0.05, **p<0.01, ***p<0.001 

Ⅳ. 논의 

본 연구는 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몰

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 수행되었다. 주

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건강성 총 과 몰입의 상 계를 분

석한 결과 유의한 정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가족건강성 총 과 몰입의 하 요인과의 

계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 총 은 시간감각의 

변형을 제외하고는 8가지 하 요인과 정 인 상

계를 나타내었는데 도 과 능력의 균형, 구체  

피드백, 통제감, 자기목  경험, 명확한 목표, 당

면과제 집 , 행 와 인식의 통합, 자의식 월 순

으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 련 변인이 몰입과 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들(유은주 등. 2010; 류미 , 2011; 정혜원과 조

옥귀, 2011; 강승희, 2012; 민지애, 2012; 최보라, 

2015; Hektner, 1996; Mesurado와 Minzi, 2013)과 

체로 일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학년에 따라서는 가족건

강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유형, 주

 경제수 , 종교에 따라 가족건강성의 차이가 나

타났다. 한부모가정의 학생에 비해 양친부모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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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주

 경제수 과 종교 한 가족건강성과 련이 

있었는데 하 계층의 학생보다는 상 계층의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보다 불교 학생들의 가

족건강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친부모가정의 학생들이 한부모가정의 학생들

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는 부모가 

동거한다고 보고한 학생들의 가족건강성 수가 

가장 높았고 가족형태  별거가족 학생들의 가

족건강성 수가 낮았다는 송인숙 등(2013)의 연구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부모가족

보다는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학생들이 가족건

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 인 경제수 이 하 계층인 학

생보다 상 계층 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이 더 높

게 나타났다는 본 연구결과는 상 계층이 간계

층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고, 간계층은 하 계

층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았다는 송인숙 등(2013)

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사회경제

 지 가 높은 가정이 가족건강성 측면에서 유리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종교의 

경우 본 연구에서 불교 학생들이 기독교 학생

들보다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 고 무교의 

경우 가족건강성의 지각에서 다른 집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종교가 있는 집단이 없

는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 다는 

연구(강소라와 박혜인, 2001)와 상이한 결과이다. 

그러나 강소라와 박혜인(2001)의 연구에서는 종교 

유무로만 나 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같은 차

원에서 비교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가족건

강성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

다. 성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남녀 간에 가족건

강성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성별로 가족건강성의 지각에 차이가 없다는 연

구(양순미, 2001; 조한숙과 문 , 2008; 류남애 

등, 2011; 최정혜, 2015; 고경자와 정혜정, 2016)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는 같은 학생 집단을 상으로 연구한 결과 남자

가 여자보다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보

고한 선행연구(강소라와 박혜인, 2001; 송인숙 등, 

2013)와는 상이한 것이어서 학생 집단을 상으

로 한 후속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라 몰입의 차이를 분석

해 본 결과, 성별과 학년에 따라 몰입 정도에 차이

가 있었는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1학년에 비

해 4학년 집단이 몰입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 2학년생에 비해 4학년 

학생이 공몰입이 더 높다는 연구(김혜주, 2007)

와 비슷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몰입 하 요인이 성별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가족건강성 총

에서는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지만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라는 하 요인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

났다. 본 연구결과는 남자 학생이 여자 학생보

다 가족원 간의 유 ,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가족규칙요인의 수가 더 높았다(강소라와 박혜

인, 2001)는 연구결과와 부분 으로 일치하 다. 

학생 집단을 상으로 한 송인숙 등(2013)의 연구

에서는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원 간의 유  

요인이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역시 

학생을 상으로 한 김민경(2012)의 연구에서도 

가족원 간의 유 와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요

인이 남학생이 더 높았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

를 종합해 볼 때 학생 집단의 경우 남학생이 여

학생보다 가족건강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별에 따른 몰입 하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

과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몰입 총   몰입의 하

요인(자의식 월, 명확한 목표, 구체  피드백, 자

기목  경험, 당면과제 집 , 도 과 능력의 균

형)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남성이 여성보다 여가몰입이 더 높다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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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요행 등, 2005; 안병욱, 2013)  학교 남학생

이 여학생보다 체육수업몰입 수 이 높았던 연구

( 진숙, 2010)와 맥을 같이 한다. 좀 더 세부 으

로 살펴보면 학생을 연구한 김 재(2010)의 연구

에서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명확한 목표, 시간감각

의 변형, 도 과 기술의 균형, 자기목  경험, 통

제감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결과

와 부분 으로 일치된 결과를 보 다. 학생을 연

구한 용정 (2011)의 연구에서는 당면과제 집 , 

통제감, 자의식 월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아

서 본 연구와 부분 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지

만 명확한 목표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다. 선행연구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반 으로 남학생의 몰입 정도가 더 높고 몰입의 

하 요인에서도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몰입수 이 더 높은 데

에는 성역할사회화의 향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

다. 그 이유는 남성은 사회화과정에서 여성들보다 

주체 이고 독립 이며, 성취 지향 이 되도록 강

화되고 자극받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심성섭, 

2004; 한소 과 신희천, 2007).

넷째, 인구사회학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

족건강성이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가

족건강성의 하 요인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

유, 가족원 간의 유 ,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몰입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몰입에 미치는 향력의 정도를 살펴보면 가족

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몰입의 4가지 하 요인

(도 과 능력의 균형, 구체  피드백, 자기목  

경험, 당면과제 집 )에 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

으로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몰입의 2가지 하

요인(도 과 능력의 균형, 통제감)에 향을 주

었고, 가족원 간의 유 가 시간감각의 변형에 향

을 주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가족원 간의 가치체

계 공유가 몰입에 가장 큰 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은 몰입

에 유의미한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체계를 공유한다는 것은 가족구성원 간에 유

사한 가치 과 신념, 심사, 가족규칙 등을 공유하

는 정도가 상당히 높으며 이로 인해 공동의 의사결

정에 이르기도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가족

원 간 가치체계가 다를 경우 각자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갈등이나 불화가 빈번할 수 있

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원 간 가치체계가 달라 불

화가 있을 경우 자신의 일이나 과제에 더 집 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가족건강성

이 높은 아동이 몰입경험을 더 많이 하고(정혜원과 

조옥귀, 2011) 가족건강성이 학생의 학습몰입에 

직 인 향을 미치며(강승희, 2012) 가족건강성

이 높을수록 고등학생의 실습 몰입 경험 수 이 더 

높았다(류미 , 2011)는 연구결과와 련지어 볼 

수 있는데 가족건강성은 학생의 몰입에 있어서

도 요한 향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족건강성의 하 요인과 몰입과의 계에 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만으로 

해석을 하는데 제한 이 매우 크다. 따라서 후속연

구를 통해 가족건강성의 하 요인과 몰입 간의 

계와 작동기제에 해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

과 행복, 삶의 만족도, 학생활 응과의 계를 분

석한 연구는 다수 있었지만 가족건강성과 몰입 간

의 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 집단을 상으로 가족

건강성과 몰입의 계를 분석하 고, 가족건강성이 

몰입에 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 으로 검증하

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의 하 요인과 

몰입과의 계를 분석함으로써 가족건강성이 몰입

에 미치는 향을 보다 세부 으로 악할 수 있게 

하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고등학생시기에 

비해 자율성이 커진 학생들에게는 ‘가족원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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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체계 공유’가 몰입의 여러 측면에 향을 미치

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가족의 문제

해결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도 과 능력의 균형’과 

‘통제감’이 증진되고 이로 인해 더 깊이 자신이 일

에 몰두할 수 있으며, 가족원 간의 유 가 높을수

록 ‘시간감각의 변형’ 즉, 시간이 가는 도 모르고 

자신이 일에 몰두하는 경향이 더 높음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학생의 진로지도  상담에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다. 즉, 학생의 진

로  직업지도, 학생활 응 등에 해 상담하거

나 지도를 할 때에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로그

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 인 개입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 과 후속연구를 한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 구 소재 

4년제 학에 재학 인 학생을 연구 상으로 삼

았기 때문에 표본이 특정 지역에 편 되어 있어 일

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 

지역이나 상을 보다 확 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면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가 4:6 정도로 

여학생에게 편포되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별

로 균형 있는 표본과 성별에 한 균형도 고려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몰입에 향을 미치는 기타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

다는 제한 이 있다. 공만족도, 성 등 몰입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많을 것이나 연구의 제한으

로 이를 통제하지 못하 다. 후속 연구에서는 몰입

에 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다 면 히 검토하여 이

를 통제함으로써 변수 간의 인과 계를 보다 명확

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는 부산, 구지역의 남녀 학생 300명

을 상으로 하여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몰입 

수 의 차이, 그리고 가족건강성이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상 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건강

성 총 과 몰입 총   몰입의 하 요인에서 정  

상 계가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총 은 도 과 

능력의 균형, 구체  피드백, 통제감, 자기목  

경험, 명확한 목표, 당면과제 집 , 행 와 인식의 

통합, 자의식 월 순으로 정  상 계를 보 다.

둘째,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른 가족건강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별, 학년에 따라서는 가족건

강성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유형, 주

 경제수 , 종교에 따라 가족건강성의 차이가 나

타났다. 한부모가정에 비해 양친부모가정이, 주

 경제수 이 하 계층에 비해 상 계층이, 기독

교 학생들보다 불교 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  

배경에 따라 몰입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성별

과 학년에 따라 몰입에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보

다 남학생이, 1학년에 비해 4학년 집단이 몰입 정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족건강성과 몰입의 하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남학생의 경

우 가족건강성의 하 요인인 가족원 간의 가치체

계 공유 역에서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몰입의 경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몰입 총 이 높았는데 하 요인을 살펴보면 자의

식 월, 명확한 목표, 구체  피드백, 자기목  

경험, 당면과제 집 , 도 과 능력의 균형 등 4가지 

요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수를 보

다. 

넷째, 성별, 학년과 같은 인구사회학  배경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건강성이 몰입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의 하 요인  가족

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몰입 총   몰입의 4가

지 하 요인(도 과 능력의 균형, 구체  피드백, 

당면과제 집 , 자기목  경험)에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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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건강성의 하 요인인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

력은 몰입의 2가지 하 요인(도 과 능력의 균형, 

통제감)에 가족원 간의 유 는 몰입의 하 요인인 

시간감각의 변형에 각각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고등

학교 시기에 비해 자율성과 독립성이 커진 학생 

집단에게도 가족건강성이 요하여 가족건강성이 

높을수록 몰입수 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 다. 이

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몰입을 높이기 한 실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데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가족건강성이 몰입에 향을 주고 있으므로 가족

의 문제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학생이 있다면 

가족갈등이나 가족문제가 몰입에 미치는 부정  

향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기에 상담  개입을 

하여 가족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자신의 일에 더욱 

몰입하여 학생활 응을 향상시키며 더 나아가 

졸업 후 사회진출을 한 비에 집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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