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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서론 : 본 연구는 대상자의 신체기능과 활동 및 참여를 위해 다양한 치료적 중재를 실시하는 작업치료 
분야에 몰입경험 이론의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본론 : 작업치료 영역에서의 몰입경험 이해를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몰입경험의 개념과 특징, 
단계와 뇌과학적 특성, 측정방법 및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작업치료에서 대상자의 몰입경험은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으면서 하고 있는 치료 활동에 완전하게 빠져드는 심리적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대상자는 과제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인식하며, 도전과 기술 수준이 높은 상태로 균형을 이룰 
때에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선행 연구에서 몰입을 경험한 대상자는 주의 및 집중, 집행 기능, 상지기능, 
일상생활활동 수행 증진과 긍정적인 경험에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론 : 국내 작업치료 영역에서 다양한 치료적 중재에 대상자의 몰입경험이 고려된다면 치료 결과의 
효과는 보다 촉진될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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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작업치료는 대상자의 신체 기능과 활동 및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사용한다(Kim, 
Kim, & Lee, 2016b). 최근에는 작업치료의 중재로 대상
자의 몰입경험(Flow experience)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다(Kim et al., 2016a). 몰입경험은 대상자가 높

은 주의 및 집중을 유지하면서 작업에 참여하며, 그 결
과 신체기능이나 활동 및 참여의 수행수준이 증가된다
고 하였다(Reynolds & Prior, 2006). 또한 대상자가 작
업치료 활동에서 과제의 난이도가 너무 단순하거나 목
표가 없는 반복적인 수행보다는 명확한 목표와 높은 
수준의 적절한 과제의 난이도 그리고 구체적인 피드백
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몰입을 경험하며 이는 치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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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er Conceptual definition

Novak et al. (1996)
The state occurring during network navigation which is characterized by a seamless 
sequence of responses facilitated by machine interactivity, intrinsically enjoyable, 
accompanied by a loss of self consciousness, and self reinforcing.

Csikszentmihalyi &
Csikzentmihaly (1990)

We feel in control of our actions, masters of our own fate, we feel a sense of exhilaration, 
a deep sense of enjoyment.

Csikszentmihalyi &
LeFevre (1989)

When both challenges and skills are high, the person is not only enjoying the moment, 
but is also stretching his or her capabilities with the likelihood of learning new skills 
and increasing self-esteem and personal complexity.

Massimini & Carli (1988) Congruent skills and challenges that are above each subject’s average weekly levels.

Csikszentmihalyi (1975) The holistic sensation that people feel when they act with total involvement.

Table 1. Definition of Flow

Figure 1. 8-Channel Model (Massimini & Carli, 
1988)

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상자의 
신체기능이나 활동 참여의 치료 효과를 촉진하기 위해
서는 몰입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 작업치료 영역에서는 몰입경험에 대한 
개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업치료 영역에서의 몰입경험 이

해를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몰입경험의 개념
과 특징, 단계와 뇌과학적 특성, 측정방법 및 관련 연구
들의 정보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몰입경험의 개념

몰입경험(Flow experience)은 처음 ‘Beyond 
Boredom and Anxiety’란 책을 통해 소개되었다
(Csikszentmihalyi, 1975).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느끼는 
몰입경험은 행동이 마치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떠
내려가는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언가
에 깊이 빠져들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거나 아침이 오는 상황이라면 몰입을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Csikszentmihalyi(2013)는 몰입경험을 ‘시
간이 흐르는 것을 잊으면서 하고 있는 활동에 완전하게 
빠져드는 심리적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Table 1은 여

러 연구자에 의해 정의된 몰입경험에 대한 내용이다.

2. 몰입경험의 모델

Csikszentmihalyi(1975)는 몰입경험 모델에서 도전
과 기술을 설명하였으며, 도전(Challenge)은 수행하는 
과제의 난이도, 기술(Skill)은 대상자의 신체나 정신적 
기술 또는 능력의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상자가 
어떠한 활동을 할 때 도전과 기술이 높은 수준 상태로 
균형을 이룰 때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고하였
다(Davis & Csikszentmihalyi, 1977). 몰입경험은 
Figure 1과 같이 도전과 기술의 상태에 따라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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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s Components

Stage 1. Antecedent
(Promote)

⦁Clear goals
⦁Unambiguous feedback
⦁Challenge and skill balance
⇩

Stage 2. Experience
(Process)

⦁Action and awareness 
merging

⦁The task concentration
⦁Control sense
⇩

Stage 3. Effect
(Result)

⦁Self consciousness loss
⦁Autotelic experience
⦁Time transformation

Table 2. Three Stages of Flow Experience Nine 
Components

경험하는 8가지 유형을 설명한다(Massimini & Carli, 
1988).

3. 몰입경험의 구성요인과 단계

개인의 경험이나 스포츠, 예술, 교육 분야에서는 
이미 몰입경험의 구성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
으며, 몰입경험을 3단계의 9가지 구성요인으로 범주
화하여 설명하였다(Chen, Wigand, & Nilan, 1999; 
Csikszentmihalyi, 1996; Jackson & Marsh, 1996). 첫 
번째, 선행단계는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 도전과 
기술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대상자가 하고 있는 활동에
서 몰입의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경험단계는 
몰입을 경험할 때 행위와 의식의 일치, 과제에 대한 집
중과 통제감이 나타나며, 세 번째, 효과단계는 몰입을 
경험한 후에 자의식의 상실, 시간감각에 대한 왜곡과 
자기 목적적인 긍정적 경험이나 보상적 경험을 느끼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Chen et al., 1999). Table 
2는 몰입경험의 3단계를 정리한 표이다.

1) 선행단계(촉진)
(1) 명확한 목표
대상자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

는 것을 명확한 목표라고 한다(Csikszentmihalyi & 
Csikzentmihaly, 1990). 대상자는 활동하는 과제의 
목적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와 
의지를 가지며, 과제의 활동에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Csikszentmihalyi, 1975).

(2) 구체적인 피드백
구체적인 피드백은 활동하는 과제를 제대로 수행

하고 있는지에 대해 대상자가 순간순간 신속하고 명
확한 피드백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행위에 대한 분석
이나 의견인 구체적인 정보를 받게 되면 대상자는 
과제의 활동을 지속하게 된다(Csikszentmihalyi & 
Csikzentmihaly, 1990).

(3) 도전과 기술의 균형
몰입경험을 하게 되는 원리이자 주요 선행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어떠한 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하는 과제의 
난이도 수준과 대상자의 능력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
로 균형을 이룬 상태를 말한다(Csikszentmihalyi & 
Csikzentmihaly, 1990). 일반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비
해 과제의 난이도 수준이 높다면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끼며, 개인의 능력에 비해 과제의 난이도 수준이 낮다
면 지루함이나 권태감의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2) 경험단계(과정)
(1) 행위와 의식의 일치
몰입경험상태에서 수행하는 활동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충분한 의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Csikszentmihalyi, 1996). 행위와 의식이 일치하기 위
해서는 대상자가 실행 가능한 활동이어야 하는데, 이때
에는 특별한 의식적 노력이 없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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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에 대한 집중
몰입을 경험할 때의 대표적인 특징이며 활동

하는 과제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상태를 말한다
(Csikszentmihalyi & Csikzentmihaly, 1990). 자신이 수
행하고 있는 과제와 관련 없는 정보나 자극은 지각하지 
않고, 관련된 정보에만 전적으로 선택적 주의 및 집중하
는 것이다.

(3) 통제감
대상자가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통제감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Csikszentmihalyi & Csikzentmihaly, 
1990). 즉, 외부의 압박이나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과제 
수행으로 대상자 스스로가 상황을 통제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두려움이나 불안함 
없이 적절한 대처를 하게 된다.

3) 효과단계(결과)
(1) 자아의식의 상실
자아의식의 상실은 자아에 대해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즉,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고 있지만, 의식하
는 사실 그 자체는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자아의식이 
상실되면 대상자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에 완전히 몰
두하게 되며, 몰입을 경험하는 순간에는 자신의 모습
이나 타인의 시선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Csikszentmihalyi, 1975).

(2) 자기 목적적인 경험
수행하는 그 자체에서 스스로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으로 최종적인 몰입의 결과이자 몰입을 
지속하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Jackson & Marsh, 
1996). 어떠한 외부적인 보상이나 과제의 목표보다는 
활동하는 과제의 행위 자체에 목적을 갖는 것이다.

(3) 시간감각의 왜곡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평소와 다르게 지각

하는 것이 시간감각의 왜곡이다(Csikszentmihalyi & 

Csikzentmihaly, 1990). 과제에 극도로 집중하여 몰입
하는 상태에서는 실제로 흘러가는 시간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게 되거나 시간이 마치 순간 멈춘 것처
럼 인식하게 된다.

4. 몰입경험에서 발견되는 뇌과학적 특성

몰입을 경험할 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뇌과학적인 
특성은 전전두엽 기능의 일시적인 저하와 주의 네트워
크 활성화가 있다(Hirao, 2014; Yoshida et al., 2014a).

1) 전전두엽 기능의 일시적 저하
몰입을 경험하는 상태에서는 뇌활성화 패턴이 공통

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Dietrich 2004; 
Hirao, 2014; Kihlstrom, 1996). 몰입을 경험할 때와 주
의 및 집중할 때의 다른 큰 특징 중 하나는 몰입경험상
태에서 전전두엽의 활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되는 것이
다. Figure 2는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양측 전전두엽피
질(Pre Frontal Cortex: PFC)이 활성화되다가 일시적으
로 억제되는 구간을 보여준다(Hirao, 2014). 과제를 수
행하는 초기에는 대상자가 주의 및 집중하면서 양측 
전전두엽 피질의 혈류량이 과제를 수행하기 전보다 활
성화되는데, 몰입을 경험하는 순간마다 일시적으로 감
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리고 수행하는 과제가 종료되
면 혈류량은 일정기간 활성화되다가 점점 감소한다. 
Dietrich(2004)는 몰입경험상태에서 대상자가 활동하
는 과제를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되면서 자동화된 운동 
수행과 연관된 영역인 기저핵(Basal ganglia: BG) 위가 
활성화되며, 주의 및 집중이나 판단과 연관된 전전두엽
피질과 내측 측두엽 부위는 일시적으로 억제된 패턴을 
보인다고 하였다. 기술을 습득하는 초기 학습단계에서
는 예상하거나 판단하는 명시적 지식을 사용하는 전전
두엽피질이 주로 활성화되지만, 반복 학습이 된 이후에
는 암묵적 지식이 형성되어 관련 지식과 절차가 자동적
으로 반응하기 때문이다(Kihlstrom,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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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presentative Plot of Oxy-Hb Changes
in The PFC (Hirao, 2014)

A : Flow                                   B : Flow

       

*p<.05, **p<.01, Error bars indicate standard error.
FPA=Frontal pole area; DLPFC=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area; VLPFC=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 area

Figure 3. The Average Change in Oxy-Hb Concentration (Yoshida et al, 2014a)

2) 주의 네트워크 활성화
몰입을 경험 할 때 나타나는 고도의 주의 및 집중의 

상태는 몰입경험을 심리적으로 개념화 하는 데에 있어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뇌에서 전두엽 극점 부위
(Frontal Pole Area: FPA)는 여러 과제를 동시에 처리하
는 동안 목표를 유지하면서 합리적 선택을 하게하며, 
복외측 전전두엽피질(Ventrolateral Prefrontal Cortex 
Area: VLPFC)은 과제 수행 결과에 대한 보상과 연관이 
있다. 배외측 전전두엽피질(Dorsolateral Prefrontal 
Cortex Area: DLPFC)은 자기조절이나 검열, 주의 및 
집중, 억제와 같은 인지적 조절과 관련부위로 정서와 
상호작용한다. 어떠한 활동을 하는 동안 주의 및 집중하
는 상태가 되면 전두엽과 전전두엽부위가 활성화되면
서 다른 외부적인 요인에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 자극 

중에서 해당 과제에만 선택적으로 주의 및 집중을 지속
하는 것이다. Yoshida 등(2014a)의 연구에서는 대상자
가 210초 동안 과제를 수행하면서 몰입을 경험할 때 
전두엽 영역에서의 혈류량 변화상태를 설명하였다
(Figure 3). Figure 3. A는 몰입을 경험 하는 동안 전두엽 
극점부위와 복외측 전전두엽피질, 배외측 전전두엽피
질의 영역의 혈류량의 활성화정도를 보여주는데, 전체 
시간인 0-240초보다 후반부인 210-240초에서 혈류량
이 모든 영역에서 더 크게 변화하며 특히 양측의 복외
측 전전두엽피질에서의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준다
(Yoshida et al., 2014a). Firgure 3. B는 전두엽이 활성
화되는 정도가 과제를 수행하기 전보다 수행 후에 더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Yoshida et al., 2014a). 몰입경
험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전두엽의 활성화와 관련
이 있으며, 몰입 상태의 정도에 따라 집중하는 단계에 
변화가 있는 것이다. 또한 몰입경험이 종료되면 과제수
행 과정과 결과에 자기를 평가하는 인지적 관여가 동반
되기 때문에 전두엽 부위가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사고 
과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Yoshida et al., 2014a).

5. 몰입경험에 관한 연구

몰입경험에 관한 연구는 Google scholar, PubMed, 
RISS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검색
된 문헌을 수집하였다. 주요 검색어(Key word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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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Authors (years) Participants (n) Intervention Results

1
Reynolds
& Prior
(2006)

Women living
with cancer (10)

The flow experiences during art 
making 
- sensuous vitality
- responsiveness to art materials 
- evolving imagery
- creative adventures

Alleviating some of the stress of 
cancer
- helped to banish bad thoughts 
about cancer
- provided valued experiences
- encouraged to engage in 
positive journey

2 Wright et al.
(2006)

Artist (1) Painting about 2-weeks
Flow experiences mindfulness 
when challenge-skills Musician (1) Conducting about 2-weeks

Horticulturist (1) Writing a letter about 2-weeks

3 Kim & Oh
(2007)

Old man and
women (335)

Exercise program of Leisure Flow 
Experience about 3~7 years

Positive effects on depression 
and self-efficacy

4 Robinson et al.
(2012)

Adults with
chronic pain (30)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in intensity and flow experience 
about 7 times a week

Reduces pain and improves 
concentration and motivation

5 Yoshida et al.
(2014b)

Patient A with
attention deficit
after TBI (1)

The flow task (challenge and skill 
balance and giving quick feedback) 
about 14 days after general OT about 
11 days Improvement of attention, 

concentration and executive 
function in The flow taskPatient B with

Attention deficit
after TBI (1)

The flow task about 15 days 
performing The control task 
maintained a constant level of task  
regardless of skill and giving no 
feedback about 10 days

6 Kim & Kim
(2015)

Stroke
patients (40)

Basic rehabilitation therapy and flow 
experience occupational therapy 
about 4 times a week, 4 weeks, 30 
minutes

Improve upper limb function 
and performance of daily life 
activities in functional 
occupational therapy using 
flow intervention

Basic rehabilitation and traditional 
occupational therapy about 4 times 
a week, 4 weeks, 30 minutes

7 Lim et al.
(2015)

Sophomores of a
high school (6)

The experimental group (6) art 
therapy using flow about 4 sessions, 
120 minutes

Improving student motivation 
and academic self-efficacy in 
The experimental groupSophomores of a

high school (6)
Control group no that provided 
nothing

8 Kim et al.
(2016b)

Stroke patients (17)

Basic rehabilitation therapy and flow 
experience occupational therapy 
about 5 times a week, 4 weeks, 30 
minutes

Improve performance of daily 
life activities and quality of life 
in flow-based therapy group

Stroke patients (17)
Basic rehabilitation and traditional 
occupational therapy about 5 times 
a week, 4 weeks, 30 minutes

Table 3. Effect of Flow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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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OR “Flow experience”) AND (“Therapy” 
OR “Task”) AND (“Occupational therapy” OR 
“Rehabilitation”)로 하였으며, 연구자는 초록과 제목을 
보고 몰입경험이나 중재효과를 포함한 연구 주제를 선
정하였으며 최종 8편의 문헌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Table 3).
Reynolds와 Prior(2006)는 여성 암 환자 10명을 대상

으로 창조적인 작품 활동의 몰입 경험을 중재한 연구에
서 여성 암 환자의 자신감 향상과 긍정적인 자아상, 만
족감 향상과 암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보고하였다. Wright, Sadlo와 Stew(2006)는 대상자에게 
몰입경험을 중재 한 후 인터뷰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예술가 1명에게는 그림 그리기, 음악가 1명은 합창단 
지휘, 원예가 1명은 원예활동을 각각 2주간 중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모든 대상자는 하고 있는 활동의 난
이도 수준과 기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마음 
챙김(Mindfulness)을 경험하였다고 하였다. Kim과 
Oh(2007)는 노인 335명을 대상으로 여가몰입경험을 
고려한 운동율동프로그램 중재가 노인의 우울감 및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Robinson, Kennedy와 Harmon(2012)은 만성통증을 
가진 30명의 환자들에게 일상생활활동을 하는 동안 몰
입경험정도와 느끼고 있는 통증강도의 상관관계를 조
사하였다. 그 결과 환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경험
하고 있을 때 통증의 감소함을 느낀다고 하였으며 집중
력이나 동기 또한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Yoshida 
등(2014b)은 외상성 뇌손상환자를 2명 대상 연구에서 
1명에게는 몰입경험을 고려한 비디오게임, 다른 1명에
게는 몰입을 고려하지 않은 비디오게임을 총 25회기동
안 중재하였다. 중재에서 몰입경험을 고려한 비디오게
임은 난이도수준과 기술의 균형,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였으며, 몰입경험 고려하지 않은 비디오게임은 
일정수준의 같은 난이도와 결과에 대한 피드백 제공하
지 않았다. 그 결과 몰입경험을 고려한 중재에서 대상자
의 주의 및 집중력과 집행 기능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였다. Kim과 Kim(2015)은 뇌졸중 환자 

40명을 대상으로 주 4회, 1회 30분씩, 총 4주간 몰입경
험을 고려한 작업치료 중재와 전통적 작업치료중재의 
그룹 간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 전통적 작업치료중재 
그룹보다 몰입경험 작업치료 중재그룹에서 상지 기능
과 일상생활활동 수준이 유의하게 향상됨을 보고하였
다. Lim, Shin과 Ahn(2015)은 고등학생 12명을 대상으
로 1회 120분간, 총 4회기 동안의 몰입경험을 고려한 
집단 미술치료에서 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학습 
동기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Kim 등
(2016b)은 뇌졸중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주 5회, 1회 
30분씩, 총 4주간의 몰입경험 작업치료 중재군과 전통
적 작업치료 중재군의 그룹 간 비교연구를 실시하였다. 
중재 전․후 결과에서 전통적 작업치료 중재군보다 
몰입경험 작업치료 중재군에서 일상생활활동 수행과 
삶의 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였다.

6. 몰입경험의 측정방법

몰입경험은 어떠한 활동 중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상태이며, 주로 경험표집방법, 관찰
법과 인터뷰, 설문지법으로 측정한다고 알려져 있다
(Csikszentmihalyi, 1975; Jackson & Marsh, 1996; 
Yoshida et al., 2013).

1) 경험표집방법
보통 1주의 기간 동안 무선호출기를 착용하고 신호

를 받을 때마다 경험표집양식 설문지에 당시의 능력과 
도전의 정도를 표시하며, 그 점수를 표준화하여 몰입상
태를 측정한다. 몰입 연구 초기에 주로 사용된 방법이지
만, 많은 시간소요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Csikszentmihalyi, 1975).

2) 관찰법과 인터뷰
몰입경험 상태에 있는 피험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활동 후에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 그 순간의 느낌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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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운동선수들의 몰입경
험을 측정하는 연구에서 주로 사용된다(Jackson & 
Marsh, 1996).

3) 설문지법
지나간 활동 중 몰입을 경험한 상태에 대해 시간을 

회상하며 답하는 설문방식으로 경험표집방법이나 관
찰법과 인터뷰에 비해 왜곡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단점
이 있지만, 시간과 공간 또는 편의를 고려하여 보편적으
로 사용된다. 현재 작업치료 활동에서 몰입을 측정하는 
도구는 Yoshida 등(2013)에 의해 개발된 작업치료 몰입
상태 척도가 있으며, 총 14문항으로 자기통제, 긍정적 
감정의 경험, 과제의 주의 및 집중 영역을 7점 척도로 
평가한다. 내적신뢰도인 Cronbach's α=.918로 높은 수
준의 신뢰도이다(Yoshida et al., 2013).

Ⅲ. 결  론

본 연구는 작업치료 영역에서의 몰입경험 이해를 위
해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몰입경험의 개념과 특징, 
단계와 뇌과학적 특성, 측정방법 및 관련 연구들의 정보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몰입경험은 개인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로 어떠한 활

동을 할 때 주의 및 집중하는 것보다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을 설명한다(Csikszentmihalyi, 2013).
몰입경험의 특징인 9가지 구성요인은 선행-경험-결

과의 3단계로 범주화되며,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 도전
과 기술의 균형, 명확한 목표, 구체적 피드백의 조건이 
선행되면 과제의 집중, 행위와 의식의 일치, 통제감을 
경험하며, 자기 목적적 경험, 시간 감각의 왜곡, 자아
의식의 상실의 효과를 얻는다고 하였다(Chen et al., 
1999).
몰입경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뇌과학적 특성

은 전전두엽 기능의 일시적 저하와 주의 네트워크의 
활성화였다(Hirao, 2014; Yoshida et al., 2014a). 작업

치료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의식적인 주의 및 집중으로 
전두엽과 전전두엽피질의 혈류량이 활성화되며, 무의
식적인 몰입경험 상태에서는 반복적 학습을 통한 자동
화시스템에 관여하는 기저핵의 혈류량이 활성화되면
서 전전두엽피질의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한다. 그
리고 작업치료활동이 끝난 뒤에는 결과에 대한 인지사
고과정의 일정기간동안 전두엽 주위영역의 활성화가 
유지된다(Yoshida et al., 2014a).
작업치료 영역에서 몰입경험을 측정하는 방법은 치

료과제 수행 중 대상자의 자기통제, 긍정적 감정의 경
험, 과제의 주의 및 집중영역의 몰입상태정도를 파악하
는 설문지법이 있었다(Yoshida et al., 2013). 다만, 확인
된 도구는 작업치료 대상자의 몰입상태정도만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 제한적이며, 몰입경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는 다면적 평가도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작업치료의 이론적 기초는 대상자가 작업에 능동적

으로 참여하며, 높은 동기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것
이다. 실제 임상에서 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중재 시 
환경과 작업 측면에서 환자에게 최적화된 도전을 고려
하게 되는데, 환자 본인이 회복하고자 하는 동기나 의지
가 없고, 치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회복을 기대하
기 어렵다(Rebeiro & Polgar, 1999). 그러므로 작업치
료에서 대상자가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기관리
나 가정, 사회복귀 또는 치료활동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환자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행하는 치료활동의 난이도가 신체의 기술수준과 높
은 상태로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하고 구체적인 피드백
을 받아야 한다(Massimini & Carli, 1988). 이러한 선행
조건이 이루어질 때 환자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으
며 자연스럽게 치료활동에서 몰입을 경험하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다양한 환경에서 몰입을 경험한 대

상자들은 동기부여나 흥미를 통해 활동 참여를 보였으
며, 주의 및 집중력, 집행 기능, 상지기능의 향상과 일상
생활활동 수행증진, 자기효능감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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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Csikszentmihalyi, 2013; 
Kim & Kim, 2015; Kim et al., 2016b; Kim & Oh, 2007; 
Lim et al., 2015; Massimini & Carli, 1988; Nakamura 
& Csikszentmihalyi, 2014; Reynolds & Prior, 2006; 
Robinson et al., 2012; Wright et al., 2006; Yoshida 
et al., 2014b). 이처럼 작업치료의 철학이 몰입경험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작업치료
영역에서 다양한 치료적 중재에 대상자의 몰입경험이 
고려된다면 치료 결과의 효과는 보다 촉진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은 작업치료 영역에서 몰입경

험의 이해를 위한 자료로써 임상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
된다. 본 내용을 토대로 작업치료 영역에서 환자의 몰입
경험을 고려한 치료적 중재가 이루어지고 몰입경험의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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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ory Review for Understanding
Flow Experience in Occupational Thera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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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 The purpose of this article was to introduce the theory of flow experience to 
occupational therapy for various therapeutic interventions to improve the subject's physical 
function, activity, and participation.

Review : To understand the flow experience in occupational therapy, this study summarized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the flow experience, the stages and the scientific characteristics 
of the brain, measurement methods, and related studies through a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In occupational therapy, the subject's flow experience can be defined as ‘a psychological 
state in which the subject is completely flow in the therapeutic activity he is doing while forgetting 
the passage of time’. Subjects perceived a clear goal for the task and experienced engagement 
when the challenge was balanced with a high level of skill. In a previous study, positive changes 
in attention and concentration, executive function, upper extremity function, and performance 
of daily living activities were confirmed in subjects who encountered the flow experience.

Conclusion : If the subject’s flow experience in various therapeutic interventions in domestic 
occupational therapy is considered, the treatment effects will be further promoted.

Keywords : Flow experience, Occupational therapy, Promote, Theo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