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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감에 관계된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시도하였다. 첫째,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 중 과제관여는 인지몰입과 행동몰입에 
자아관여는 인지몰입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의 하위변인인 과제관여
는 자아성취감의 자아실현, 능력발휘, 능력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아관여는 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몰입경험의 하위변인인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은 자아성취감의 자아실현, 능력발
휘, 능력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은 몰입경험과 자아성취감에는 
직접적인 관계, 몰입경험을 매개로 자아성취감에 간접적인 인과적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
여하는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실무 훈련 교육을 통해 인명구조에 대한 자신감 및 교육의 효과를 얻을 것으
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goal orientation, flow experience and 
self-accomplishment among students who received lifeguard educ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ask-involvement of the college students receiving lifeguard education, which was one of the 
sub-variables of goal orientation, had an impact on cognitive flow and behavioral flow, and ego -involvement 
affected cognitive flow. 
Second, the task-involvement of the college students receiving lifeguard education, which was one of the 
sub-variables of goal orientation, exercised an influence on their self-realization, display of ability and 
development of ability, which were the task-involvement of self-accomplishment. Besides, ego-involvement 
impacted on self-realization. 
Third, the cognitive flow and behavioral flow of the college students receiving lifeguard education, which were 
the sub-variables of flow experience, exerted an influence on self-realization, display of ability and development 
of display, which were the sub-variables of self-accomplishment. 
Fourth, the goal orientation of the college students receiving lifeguard education had a firsthand relationship to 
flow experience and self-accomplishment, and that had a secondhand causal relationship to self-accomplishment 
through flow experience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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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

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다양한 여가활동을 추구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며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스포츠 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있
다[1]. 능동적인 스포츠 활동 참여는 개인의 행복
(well-being) 수준을 높이고, 자아실현, 개인적인 만족감
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설명된다. 이러
한 스포츠 활동은 현대인에게 부족한 신체활동을 보상해 
주고 정서적 긴장을 완화해 주며 자아성취의 욕구를 충
족시켜줄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같은 스포츠활동 참여자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보다 창조적인 취미생활이나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여가 활동을 추구하게 되었고, 극한 상황을 이
겨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인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2].  

예를 들어, 수영은 인간 활동의 기본동작과 전반적인 
스포츠의 기본이 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상생
활에서의 활동과 모든 스포츠 종목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스포츠이며 최근엔 수영 상급자 및 동호
인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수상인명구조 교육에 대한 
관심 및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수상인명구조원은 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수상안전에 대한 지식 및 기술
을 습득하여 수상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임무를 가
지고 있는 바 이들은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
고 사고의 유형과 빈도에 따라 적합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3]. 따라서 수상인명구조
원은 강한 체력과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여야 
할 것이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안전지도를 통해 사고의 
예방을 도모하고 사고의 유형과 빈도에 따라 적합한 대
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형구조상 하천과 해수욕장 등에서의 사고
가 빈번하여 인명구조원의 저변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행해진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물놀이 사고 실태와 수상안전에 관해 연
구한[4], 인명구조 및 수상안전 교육 시 일어나는 상해에 
관하여 연구한 김영모[3],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수상안전
에 관한 연구[5] 등 주로 안전사고와 관련된 연구들이 주
로 진행되었고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는 수상인명구조원교육에 참

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제공을 위한 목적이 있다. 
대학생들이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의 목적은 목표지
향에 따른 과업완수뿐만 아니라 목표지향에 따른 몰입경
험과 자아성취감의 증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목표지향과 몰입경험 그리고 자아성취감과의 관계된 요
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몰입은 계속하여 스포츠에 참
여하려고 결심하거나 요구하는 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6], 지속적인 참가와 관계
가 깊다고 할 수 있으며 목표지향과 몰입경험은 자아성
취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지향과 몰입경험적 관점과 더불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또 하나의 주제는 자아성취감이다
[7]. 

자아성취란 자기에게 내재되어있는 능력 및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성취하고자 하
는 것[8]이며, 인간은 누구나 행위에 우선하여 목표를 설
정하고,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달성하게 되면 자아성취감
을 경험하게 된다[9].

스포츠와 자아성취감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10]는 
수준에 맞는 과제정도의 선택은 긍정적 성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
감을 증가시킴으로써 최고의 자아성취감을 가능하게 한
다고 하였다. 또한 남정수[11]는 나아가 여가스포츠 활동
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 여가를 인지하
는 수준과 자아성취가 높다고 하여 몰입경험과 자아성취
감 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
생들을 대상으로 목표지향과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된 요인을 파악하여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에 효과적
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몰입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둘째,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셋째,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몰입경험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넷째,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감과의 인과적 관계를 파
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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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인지몰입 행위몰입 Cronbach's α

인지몰입2인지몰입4인지몰입1인지몰입5

.865

.716

.702

.697

.785

본 연구의 대상은 체육계열 대학생 중에서 K도 적십
자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자를 모
집단으로 총 200명을 편의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을 사용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누락자료 28
부를 제외한 172명으로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
적 특성은표 1에서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여자

113
59

65.7
34.3

학년 1~2학년
3~4학년

143
29

83.1
16.9

건강상태
매우건강

건강
보통
나쁨

59
72
33

8

34.3
41.9
19.2

4.7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는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국내ㆍ
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을 실시하여 사용했던 도구 가운데 본 연구의 변인에 맞
게 구성하였으며, 설문지의 구성은 배경변인으로 성별, 
학년, 건강상태로 각 변인에 대하여 각각 1문항씩 구성하
였다. 목표지향의 측정을 위한 문항은Nicholas[12]가 개
발한 목표지향 설문지를 서수연[13]이 수정·보완한 설문
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목표지향은 과제관여 5문
항과 자기관여 2문항으로 총 7문항으로 2개의 변인을 구
성하였으며, 각각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
다.  

몰입경험의 측정을 위한 문항은 Scanlan 등(1993)[14]
의 SCM(Expansion of Sport Commitment Model)을 기초
로 박세윤(2006)[15]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발한 스
포츠 몰입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스포츠 몰입도 설문지
는 구체적으로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의 두 가지 하위변인
으로 총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성취 측정도구는 민진[8]이 사용한 도구를 기반으
로 본 연구목적에 맞는 변인들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
다. 설문지의 구성은 능력발휘, 능력개발, 자아실현의 3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지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 지표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변인 하위요인 문항수

목표지향 과제관여    자아관여 5
2

몰입경험 인지몰입행위몰입 8
4

자아성취감 자아실현능력발휘능력개발
5
4
2

계 30

2.3 타당도와 신뢰도 
설문지를 구성한 후 본 연구자는 설문지의 구성과 변

수의 조작적 정의에 대한 구성타당도(constrution validity)
를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
적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직각회전 방식 중 
베리멕스(Varimax)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고
유치(eigen-values)는 1.0 이상으로 한정하고, 요인적재값
(factor loading)의 기준은 0.5 이상의 변인들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3] 목표지향 요인분석
문항 과제관여 자아관여 Cronbach's α

과제관여2과제관여4과제관여1과제관여5과제관여3

.801

.791

.780

.722

.686

.813

자아관여7자아관여6
.872
.866

.694

고유값분산%누적분산%

2.879
41.122
41.122

1.570
22.428
63.550

.843

표 3은 목표지향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 2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2개 요인이 전체 문항의 
63.55%를 설명하였다. 요인적재값은 .686∼.872 사이에 
분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목표지향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전체 목표
지향의 신뢰도는 .843로 신뢰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몰입경험 요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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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몰입3인지몰입6인지몰입7인지몰입8

.644

.609

.582

.536

행위몰입11행위몰입10행위몰입12행위몰입9

.875

.851

.733

.707

.694

고유값분산%누적분산%

2.956
24.630
24.630

2.213
18.439
43.068

.887

표 4는 몰입경험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결과로,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2개의 요인이 전체 문항의 
43.06%를 설명하였다. 각 문항의 요인적재값은 .536
∼.875 사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몰입경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
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한 결과 전체 목표
지향의 신뢰도가 .887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4 조사절차 
자료 수집을 위해 질문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응

답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들에게 
자기평가기입법 (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
도록 하고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2.5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시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8.0을 사용하여,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타당도는 Varimax 회전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
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내적 일치
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를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목표지향, 몰입
경험 및 자아성취감에 대한 기술통계분석과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의 유의수
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

학생들의 목표지향,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감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 결과, 수상인명구조원 목표지향은 과제관여 
4.23과 자아관여 2.83, 몰입경험에서는 행위몰입 4.13과 
인지몰입 3.27, 자아성취감인 능력발휘4.28, 자아실현 

3.87, 능력발휘 3.71로 나타났다. 

[표 5] 기술통계
변인 하위요인 M SD

목표지향 과제관여자아관여 4.23
2.83

0.57
0.95

몰입경험 인지몰입행위몰입 3.27
4.13

0.63
0.64

자아성취감 자아실현능력발휘능력개발
3.87
3.71
4.28

0.72
0.79
0.64

3.2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
표지향이 몰입경험에 미치는 영향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몰입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
과는 표 6와 같다. 

[표 6] 목표지향이 몰입경험에 미치는 영향
변인 인지몰입 행위몰입

b β b β

상수
과제관여자아관여

1.962*** 2.310***

.258

.077
.235***

.216
**

.470
-.060

.425***

-.089

R2

F
.270

6.349
**

.387
19.406

***

**p<.01 ***p<.0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몰입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이 몰입경험의 하위변인인 인지몰입과 행위
몰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특히 과제관여에 따라 인지몰입(p<.001), 행위몰입
(p<.001)이 자아관여에 따라서는 인지몰입(p<.01)이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몰
입경험을 설명하는 비율을 보면, 인지몰입 변인에 대하여
서는 전체 변량의 약 27.0%를 설명하고 있으며, 행위몰
입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변량의 약 38.7%를 설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목표지향이 몰입경험의 변인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과제관여가 높을수록 인지몰입( β=.235), 행위
몰입( β=.425)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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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
표지향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자아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목표지향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자아실현 능력발휘 능력개발

b β b β b β

상수
과제관여자아관여

1.366** 2.092 1.759

.546

.068
.435

***

.389
***

.435
-.078

.318
***

-.094
.557
.059

.498
***

.087

R2

F(p)
.399

21.031
***

.308
10.247

***
.257

29.254
***

**p<.01 ***p<.001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자아성취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지향이 자아성취감의 하위변인인 자아실현, 능력
발휘와 능력개발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제관여는 자아실현(p<.001) 능력
발휘(p<.001) 능력개발(p<.001)이, 자아관여에 따라서는 
자아실현(p<.001)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자아성취감을 설명하는 비율을 보면, 자아실현 변인에 대
하여서는 전체 변량의 약39.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발휘 변인에 대하여서는 전체 변량의 약 
30.8%를 설명하고 있으며, 능력개발 변인에 대해서는 전
체 변량의 약 25.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표지향이 자아성취감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
보면 과제관여가 높아질수록 자아실현( β=.435), 능력발
휘( β=.318), 능력개발( β=.498)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3.4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몰
입경험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몰입경험이 자아
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몰입경험이 자아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변인 자아실현 능력발휘 능력개발

b β b β b β

상수
인지몰입행위몰입

2.366
***

3.092
***

2.759
***

.446

.458
.535***

.476***
.478
.535

.418***

.394***
.567
.459

.495***

.387***

R2

F(p)
.399

21.031***
.238

10.247***
.264

29.254***

**p<.01 ***p<.001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몰입경험이 자아성취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성취감의 하위변인 모두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몰입경험이 자아성취감을 설명하는 비율을 
보면, 몰입경험은 자아실현의 전체 변량 중 약 39.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능력발휘 변인에 대하여
서는 전체 변량의 약 23.8% 설명하고 있으며, 능력개발 
변인에 대해서는 전체 변량의 약 26.4%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몰입경험이 자아성취감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
보면 능력개발은 인지몰입( β=.567)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력발휘에 대해서는 행위몰
입( β=.535), 자아실현에 대해서는 인지몰입( β=.458)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5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
표지향, 몰입경험과 자아성취감의 관계

그림 1은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감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는가
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의 회귀계수를 이용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림 1]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

몰입경험과 자아성취감에 대한 경로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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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표지향, 몰입경험 및 자
아성취감에는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목표지향( β=.676)이 몰입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몰입경험( β=.705)도 자아성취감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표지향은 몰입경험을 매개로 자아성취감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목표지향( β
=.564)은 자아성취감에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도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4.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에 참여한 대학

생들의 목표지향과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를 규
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달성한 결
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몰입경험과의 관계에서는 목표지향이 몰입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제관여가 높을수록 
인지몰입( β=.235), 행위몰입( β=.425)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수연[13]의 생활체육 참여자
의 목표지향, 몰입경험 및 여가경험과 생활만족간의 관계
에서 목표지향과 몰입경험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
와 일치한다. 이는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에 있어서 자
신이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몰입 할 수 있을 때 목표지향을 더욱 높이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상인명구조 활동은 개인의 목표나 몰
입을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참여자가 높은 강도로 활동에 
몰입하게 되는 것을 경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이 
자아성취감의 관계에서도 과제관여 및 자기관여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상인명구조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몰입경험과 
자아성취감 관계에서는 몰입경험의 하위변인 모두가 자
아성취감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가스포츠 활동 참여와 자아성취감의 관
계를 연구한 최미란, 남승구[9]의 결과와 수상스키 참가 
시각장애인의 참가동기와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감의 관
계를 연구한 구교만[17]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지지하다. 
몰입경험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태로 이
러한 상태는 개개인이 주어진 환경과 최적의 상호작용을 
할 때 발생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상태가 발생될 수 있

는 조건으로는 속박으로부터 자유, 활동에 대한 자발적 
선택, 활동 참여를 통한 즐거움 추구, 활동을 문화적 여가
로 인식함 등을 제시하고 있다[18, 19](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며, 윤보경[20]은 몰입경험이 
높을수록 자아실현이 높다고 하였으며 McGuire[21], 또
한 인지몰입이 높으면 목적이상실현에 대한 신념과 희망, 
기대 등의 정도와 부분적인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것
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효능감과 인지적 신념이 강한 사람
은 목표 성취를 위한 도전과 극복의 정도가 크다고 언급
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Tubbs[22]는 할당된 목표와 참가자의 목표 간의 차이
가 적을 때 높은 성취 수준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모
험 스포츠 상황에서 난이도와 기술과 목표 수준과의 비
례관계에 따라 몰입경험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수상인명구조 교육에 
몰입은 자신의 의지와 실력으로 자신의 목표를 실현하겠
다는 목표가 있을 때 극복과 도전의 의지로 성취감과 희
열을 느끼게 되어 자아실현의 단계를 이룩할 수 있다. 즉, 
이색적인 경험, 열정적인 행위를 통해서 몰입할 때 새로
운 자아의 형태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23]. 

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수상인명구조 교
육 참여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인명구조 교
육 프로그램의 매력적인 요소를 강조함은 물론 적정 수
준의 기술과 도전 수준을 측정 평가하고 제시하여 절정
의 몰입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아성취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아성취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상인명구
조 교육에 참가하는 대상자들에게 보다 흥미롭고 즐거움
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몰입에 대한 경험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자아성취감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
향,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감에는 인과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목표지향은 직간접적으로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
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목표지향은 자신의 욕구에 의한 자발적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의한 즐거움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24]. 또한 몰입경험은 조화로
운 기술 수준과 도전 수준을 이룰 때 최고 절정의 몰입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25]. 

그러므로 자아성취감을 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아성취감을 높이기 위
해서는 수상인명구조 교육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보
다 흥미롭고 집중할수 있는 교수방법과 자신감을 심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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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교육내용을 제공하여 몰입에 대한 경험을 높이
고 궁극적으로는 성취감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이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

지향, 몰입경험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 
중 과제관여는 인지몰입과 행동몰입에 자아관여는 인지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
의 하위변인인 과제관여는 자아성취감의 자아실현, 능력
발휘, 능력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자아관여는 자아
실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몰입경험
의 하위변인인 인지몰입과 행위몰입은 자아성취감의 자
아실현, 능력발휘, 능력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수상인명구조원 교육 참여 대학생들의 목표지향
은 몰입경험과 자아성취감에는 직접적인 관계, 몰입경험
을 매개로 자아성취감에 간접적인 인과적 관계가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수상인명구조원 교육을 주관하
는 단체에서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교육
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체계적인 실무 훈련 
교육을 통해 인명구조에 대한 자신감 및 교육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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