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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아동기의 통제 기질이 청소년기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참여자 108 명을 대상으로 만 8 세 때에는 

기질을 측정하고, 만 14 세 때에는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을 

측정하였다. 아동기의 기질은 CBQ(Child Behavior 

Questionnaire)로, 청소년기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그릿은 각각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Academic Failure Scale)와 그릿 

척도(Grit Scale)로 측정되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통제 기질은 청소년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통제를 잘 하는 아동일수록 

실패내성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둘째, 그릿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그릿이 높을수록 실패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열정과 끈기가 높아 실패 상황에 대해 건설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의 통제 기질이 

청소년기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그릿은 통제 기질의 영향력을 증가시켜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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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실패 내성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아동기의 통제 기질을 높일 수 있는 부모의 양육 

방식과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 그리고 청소년기의 그릿을 

기르기 위한 적절한 교육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학업적 실패내성, 통제 기질, 그릿, 청소년기, 아동기, 

종단 연구 

학번: 2011-2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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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의 청소년들은 학업 성취에 대한 매우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성적의 좋고 나쁨에 따라 대학, 직장 등 이른바 간판이라 불리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결정되며, 때로는 성적만으로 개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다. 

통계청(2017)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주중 자유시간은 고등학생과 별 

차이가 없으며 여가의 대부분이 학습시간으로 소요된다고 나타났다.  

학업에 대한 부담은 입시 경쟁이 본격화되는 청소년기에 보다 

심화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며 

스트레스와 우울감 경험이 증가하는 시기이지만(Kessler, Berglund, Jin, 

Merikangas, & Walters, 2005),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경쟁일변도의 

교육환경에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청소년의 62.4%가 학교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35.9%가 학업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5). 

2017년에는 학업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50%를 넘어 선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17),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실패 위험에 대한 정신적인 압박이 해마다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업 과정에서 겪는 실패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모든 실패가 다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연구자들은 실패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와 대처 방식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ricsson, 2004; Rijavec & Brdar, 2002; 

Sitkin, 1992). 실패의 경험은 개인이 실패를 수용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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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이다(Saffrey, Summervile, & Roese, 2008). 

예를 들자면, Eisenberg(1992)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려운 수행과제로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한 아동들이 쉬운 과제로 훈련 

받은 아동들보다 후속 과제에 더 열심히 임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어려움과 실패의 경험이 때로는 긍정적이고 더 나은 

수행 결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실패의 경험은 과거의 실수로부터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Nelson, Malkoc, & Shiv, 2018) 학습자의 노력을 

증가시킨다(Brustein & Gollwitzer, 1996; Roth & Kubal, 1975; 

Wortman & Brehm, 1975). 또한 어려움과 실패를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후속 수행에서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Yeager & Dweck, 2012). 이와 관련하여 Clifford, 

Kim 그리고 McDonald(1988)는 실패의 경험이 특정 조건 하에서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건설적 실패이론 

(Constructive Failure Theory)을 제시하였다. 건설적 실패이론에서는 

실패라는 경험에 부딪쳤을 때 부정적인 반응 대신 건설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그 경험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성취를 이루는 경우에 주목하며, 

이에 기여하는 개인차 변인들을 다룬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실패에 

직면했을 때에 더 나은 성취를 보이는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내성이 

높은 사람들이며, 실패 내성이 높을수록 실패 경험의 건설적 효과가 

커진다(김아영, 2018). Clifford 등(1988)은 건설적 실패이론을 잘 

설명하는 변인들 중 하나로 실패에 대한 내성의 중요성(김아영, 1997), 

즉 학업적 실패내성(Academic Failure Tolerance, AFT)을 강조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실패 결과에 대하여 건설적인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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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는 경향성을 말한다(Clifford, Kim, & McDonald, 1988). 이 

경향성은 구체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후에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한 감정적 반응, 그리고 실패 상황 후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행동적 반응을 가리킨다(김아영, 1997).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곧바로 심기일전하여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한다. 또한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며 미래지향적인 반응을 

보인다(김아영, 2018). 

실제로 학업적 실패내성이 우리나라의 학업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 여러 연구들이 있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이며(김아영, 1997; 

김아영, 주지은, 1999; Clifford, 1988; 1991),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학교 적응력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김아영, 2002; 김영효, 2008). 

또한 학업적 실패 내성은 자아 존중감(김아영, 신영희, 2005; 채호숙, 

2007; Coopersmith, 1967; Harter, 1982), 자아 탄력성(차은주, 2010; 

O’Connell-Higgins, 1983), 자아 효능감(Ajzen, 2002; Bandura, 

1994; Clifford et al., 1991), 그리고 행복감과도 정적인 상관이 

발견되었다(박상희, 2009). 학업적 실패 내성이 높을수록 학습된 

무기력에 덜 빠진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김아영, 주지은, 1999). 

이상의 결과들은 학업적 실패내성이 학업 측면에 기여하는 바가 클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실패를 

건설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과제수준선호’(task difficulty)는 과제 난이도에 보이는 인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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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적 측면이다. 둘째, ‘감정’(feeling)은 실패 경험 후에 보이는 긍정 

또는 부정적 반응이다. 셋째, ‘행동’(behavior)은 실패 만회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하는지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실패 후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행동적 측면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패 후에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감정의 조절 능력이 중요하다. 최근 몇몇 연구자들은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요인인  ‘감정’과 관련한 변인으로 기질에서의 

통제(effortful control)요인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Kimberly, 

Cynthia, Smith, Neal 그리고 Dunsmore(2017)는 통제 기질이 

부정적인 감정을 덜 나타내게 하며 정서적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히며, 학업적 실패내성의  ‘감정’과 통제 기질간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개인이 가진 통제 기질의 특성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실패내성에 방향을 부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실패 대응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릿(Grit)이 

언급되어 왔다. 그릿은 열정과 집념이 있는 끈기로, 어려움과 실패에도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힘든 과정을 인내하고 도전하게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Duckworth & Gross, 2014). 그릿은 열정과 

인내를 발휘하여 재능을 기술로 바꿀 수 있게 하며(Duckworth, 2016), 

다양한 분야에서 성취를 이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그릿은 변화와 발달의 가능성이 높고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더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나(Duckworth, 2016), 청소년기의 그릿 개발을 통해 통제 

기질이 실패내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중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릿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실패 상황에서 겪는 부정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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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게 하고, 설정한 목표에 집중하게 하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열정과 끈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실패내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감정의 조절 능력은 필수적이며 후속 수행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릿은 

실패내성의 감정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통제 기질은 학업적 

실패내성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그릿이 개입함에 

따라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영향력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관련성과 

매개 변인으로서의 그릿의 영향력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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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실패 경험은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관문이다. 개인이 어떤 생각과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실패가 부정적인 사건이 아니라 건설적인 사건으로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과제 수행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패에 대한 내성을 

키우는 것은 학업에 대한 성취를 높이고 자아 존중감을 보호하며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이 갖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종래의 연구들은 몇 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한 연구 대부분은 실패내성과의 상관 

관계를 탐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홍월, 2012; 김아영, 

주지은, 1999; 김영빈, 2011; 조한익, 조윤희, 2011; 한은숙, 김성일, 

2004; 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하지만 교육 현실에 보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예측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김은하, 2014). 예측 변인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건설적인 방법으로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방안과 환경을 사전에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업적 실패내성의 척도 개발, 관련변인 탐색 등의 연구는 

많았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자아 탄력성 등 

자아와 관련한 내적 요인 분석에 머무르고 있다(김아영, 1997; 김아영, 

신영희, 2005; 박상희, 2009; 송달호, 2001; 채호숙, 2007).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려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하여 학업 

성취(조진현, 임미란, 2014), 목표 지향성(김은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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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인이론(이영희, 이수식, 2006) 등과 같은 연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자아와 관련된 요인 외에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련 

변인에 대하여 기존과는 다른 접근으로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인들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실패 내성 외에 실패 내성의 전조가 

될 수 있는 아동기의 통제 기질과 최근 여러 장면에서 부각되고 있는 

그릿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제 기질은 개인의 행동과 감정 

조절을 통해 실패 경험에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게 

하며, 실패 내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릿 

역시 도전적인 상황에서 열정과 끈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더하고, 후속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과 미래지향적인 태도로 실패 

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 기질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그릿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그릿은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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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이란 실패에 대해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이다(Kim & Clifford, 1988). 학업적 실패내성은 ‘과제수준선호’, 

‘감정’, ‘행동’의 세 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을수록 높은 난이도의 과제를 선호하고, 실패 후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낮으며, 실패 이후 실패 만회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가능성이 높다. 즉,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은 실패의 경험 

후에도 감정을 조절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며 이후 수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행동과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한편, 자아 탄력성(ego-resilience)은 개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부정적인 상황이나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다(Masten, 2001). 자아 탄력성은 부정적 상황에서 감정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 노력을 더하며 유연한 대처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학업적 실패내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비춰진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학업적 실패내성과 자아 탄력성간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박상희, 

2009; O’connell-Higgins, 1983). 자아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패 상황에서도 환기적인 

접근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며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호숙(2008)의 국내연구에서도 

학업적 실패내성과 자아 탄력성간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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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성이 높은 아동일수록 실패 경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밝혔다. 자아 탄력성은 실패 이후에 나타나는 적응 능력에 초점을 둔다. 

반면에 학업적 실패내성은 세 가지의 하위요인들을 중심으로 실패를 

견디는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의 다양한 대처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김아영, 2018).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 후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도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는다. 또한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며 미래지향적인 

반응을 보인다. 학업적 실패내성에서 ‘감정’의 조절 여부는 이후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머무를수록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을 얻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아영, 2018). 결국 이후 수행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반응을 나타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목적 달성과 관련되는 기능을 한다(김정민, 

2013). 즉, 상황과 목적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실패 

상황에서도 더 나은 후속 수행을 위하여 부정적인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며, 건설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패내성의 하위요인들 가운데서도 특히  ‘감정’이 정서 조절과 

관련하여 실패내성을 좌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감정’과 관련하여 실패 경험 후의 정서 

조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으로는 기질이 있다. 최근 

정서 조절 연구에서 기질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최은아, 송하나, 2014; Eisenberg, Sadovsky, & Spinrad, 2004). 

기질(temperament)은 정서, 활동성, 주의와 같은 영역에서 관찰되는 

반응성과 자기 조절에서의 생물학적 기반을 지니고 있는 개인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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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된다(김연수, 곽금주, 2016; Rothbart & Bates, 2006). 기질은 

부정적 정서와 외향성, 그리고 통제로 나뉘어 진다. 부정적 

정서(negative emotion)는 새로운 자극이나 환경변화에 대한 저항 및 

스트레스와 관련되면 쉽게 기분이 나빠지거나 분노하는 것을 말한다. 

외향성(surgency)은 행동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으며 대상에 대한 

접근과 긍정적 기대 등의 특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통제(effortful 

control)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동적이고 우세한 반응을 대체하여 

덜 우세한 반응을 활성화시키고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연수, 곽금주, 2016; Vans & Rothbart, 2007; Putnam, Ellis, 

& Rothbart, 2001; Rothbart & Bates, 2006). 기질의 ‘통제’ 요인은 

다시 네 가지의 하위차원들로 나뉘어 지는데, 주의 집중(attention 

focusing), 억제 조절(inhibitory control), 낮은 강도자극 선호(low 

intensity pleasure), 지각 민감성(perceptual sensitivity)이 이에 

속한다. 

기질의 통제 요인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는 요인으로는 집행 

기능(executive function)이 있다. 집행 기능은 사고와 행동의 의식적인 

통제와 관련된 기능이다. 그리고 개인이 원하는 목표에 달성하기 위하여 

상황에 맞게 행동이나 사고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며(김정민, 

2013; Baddeley, 1996; Perner & Lang, 1999; Zelazo & Müller, 2002) 

뇌의 전전두엽(prefrontal lobe)에서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집행 

기능은 일반적으로 억제 조절, 작업 기억, 주의 전환, 그리고 계획 및 

조직화 능력의 네 가지의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Rothbart와 

Jones(1998)에 따르면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집행 기능의 

발달에 의존하고, 집행 기능은 개인의 반응적인 성향 대신 자기 통제를 

할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즉, 통제 기질은 집행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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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함에 따라 함께 향상되는 것이며, 두 요인 모두 목적에 따른 

의식적인 조절이라는 점과 억제 조절을 하위요인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질적 측면의 통제는 부모 

보고(parent report) 또는 자기 보고(children report) 형식에 따라 

아동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고, 집행 기능에서의 통제는 도구를 사용한 

검사들을 통해 아동의 집행 기능을 측정하게 된다. 

실패에 대해 건설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하다(Feather, 1985; Weiner, Russell, & 

Lerman, 1979). 이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해야 후속 수행을 지속하는데 문제를 겪지 않으며 

이후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게 된다. Rothbart와 Bates(2006)는 

기질의 통제 요인이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밝히며, 통제 

기질과 정서 조절간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두 변인간의 관련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Eisenberg et al., 1993; Fabes et 

al., 1999; Ferrier, Bassett, & Denham, 2014; Gaertner, Spinrad, & 

Eisenberg, 2008).  

통제 기질은 우세하지 않은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하는 능력으로(Kochanska & Knaack, 2003), 스스로의 

행동과 정서의 개시, 중지, 또는 주의전환 그리고 행동 조절과 관련이 

있다(Eisenberg, Smith, & Spinrad, 2016). 또한 다양한 상황에 대해 

보이는 행동적, 정서적 반응의 기초가 되며(김현지, 송현주, 2017), 인지 

및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특성이다(Kochanska & Knaack, 

2003). 통제 기질은 반응과 주의의 억제 능력이기도 하다. 통제 기질은 

실패의 경험 후에 나타나는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도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발현된다. 통제 능력에 따른 정서의 조절은 어린 연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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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에게서도 나타난다고 밝혀진 바 있다. 아동들의 정서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실망 선물 실험(disappointing gift)으로, 

아동들에게 기대한 것과 다른 실망스러운 선물을 준 후 아동들이 보이는 

부정적, 긍정적인 정서표현을 관찰하는 방법이다(김정민, 2013; Cole, 

1986; Saarni, 1984). 연구 결과에 따르면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을 덜 표출하였는데, 이는 

높은 수준의 통제 기질이 아동들의 주의, 정서, 그리고 행동 반응들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Carlson & Wang, 

2007). Kochanska과 Knaack(2003)의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통제 

기질과 아동들의 분노(anger) 사이에 부적 상관이 있고,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일수록 분노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통제 기질과 정서 

조절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참고 견디며 화를 표출하지 않고자 

하는 통제 기질이 감정 조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문경숙, 2008). 요약하자면, 통제 기질은 부정적 정서의 

표출을 자제시킬 수 있는 조절 기능을 하며, 통제 기질이 높을수록 정서 

조절 능력 또한 높다.  

통제 기질의 하위차원들도 정서 조절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제 기질의 하위차원 중 하나인 주의 집중(attention 

focusing)은 정서와 정서적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Gaertner, Spirad, & 

Eisenberg, 2008)이며,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Kochanska, Coy, Tjebkes, & Husarek, 1998; Rothbart & Ahadi, 

1994). Smith와 Day(2018)에 따르면, 주의 집중이 높은 아동들은 

부정적인 감정과 적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화를 덜 내는 성향을 보였다. 

또 다른 하위차원인 억제 조절(inhibitory control)은 즉각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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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 방해 또는 간섭에 저항하는 능력이며 상반되는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다(Diamond, 2013). 억제 조절을 잘 하는 아동들은 다른 친구의 

정서를 더 잘 이해하였고, 원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정서를 덜 표출하였으며 장난감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잘 억제하는 

모습을 보였다(Carlson & Wang, 2007). 이러한 결과는 억제 조절과 

정서 조절 모두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고 그에 반대되는 행동을 이행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Carlson & Wang, 

2007). 즉, 통제 기질과 그 하위 차원들은 모두 의식적인 노력을 통한 

정서 조절을 가능케 하며, 이는 곧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실패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통제를 잘 하는 아동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며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둘 간의 관련성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직면했을 때의 내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감정’ 요인이 통제 

기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실패 상황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학업에서의 

실패 경험들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기 실패내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통제 기질이 학업적 실패내성을 예측할 수 있는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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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기질과 그릿 

 

통제 기질은 개인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고(Kochanska 

& Knaack, 2003), 그릿은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끝까지 나아가는 힘이다. 성취를 하기 위한 고된 

과정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통제 기질과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 포기하기 보다는 

이러한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추스르고 

노력하는 행동을 취한다.  

통제 기질은 자기통제(self-control)에 포괄된 개념으로(Rothbart 

& Ahadi, 1994; Kochanska & Knaack, 2003), 자기통제와 그릿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고려한다면 통제 기질과 그릿간의 관계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릿은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는 자기통제(self-control)와 관련성이 높다(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Rojas, Usher, & Toland, 2012; Wolters & Hussain, 

2015). 그릿은 자기통제를 촉진하여 수행의 과정이 반복적이고 

좌절스러워도 이를 지속하고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원천을 

제공한다(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Duckworth et al., 2011; Silvia, 

Beaty, Nusbaum, & Kwapil, 2013).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그릿과 자기통제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학교 생활의 어려움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autz, 

Heckman, Diris, Ter Weel, & Borghans, 2014). 이 밖에도 두 변인 

모두 지능 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성공을 예측한다는 것이 

밝혀져(Duckworth, Peterson, Matthew, & Kelly, 2007; Duckwo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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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igman, 2005; Moffitt et al., 2011), 그릿과 자기통제가  많은 부분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자기통제와 그릿에는 차이점도 있다. 자기통제는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단기적인 만족을 지연시키고 눈 앞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으로(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일상적인 통제 또는 

낮은 순위의 목표와 관련이 있다. 반면에 그릿은 수십 년 또는 일생 

전반에 걸친 장기적인 상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Duckworth(2016)는 자기통제가 낮은 

순위 목표간의 충돌(conflict)을 중재하여 상위 목표를 달성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 그릿은 자기통제를 통해 추려진 하위 

지표들부터 중간 목표를 거쳐 상위 목표까지 성취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둘 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릿을 가지고 높은 순위의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 

속에는,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행동들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조절하는 별도의 자기통제가 필요하다. 이들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각각 작용할 때보다 함께 

고려되었을 때 높은 수준의 더 큰 성취를 예측할 수 있다(Duckworth & 

Gross, 2014). 이에 대해 Zimmerman(1994)는 자신의 통제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끈기 있게 임하거나 긍정적인 정서를 보였다며 통제 능력과 그릿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을 밝혔다.  

한편, 그릿은 변화의 가능성이 높고 발달의 여지가 커(Duckworth, 

2016) 후천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인지적 능력(cognitive skills)이나 사회 경제적 상황(socio-economic 

status)보다 개입에 따른 변화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좋지 않은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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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놓여있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어 최근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박준수, 2017; Kautz, Heckman, Diris, Weel & Borghans, 

2014). 특히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릿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이 더 영향을 잘 받는 것으로 나타나(Kautz et al., 2014) 그릿의 

역할이 청소년기에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요약해보면, 그릿은 환경에 

따른 개발이 가능한 변인이며 아동기보다 청소년기에 더 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그릿이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를 매개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본 

직접적인 연구는 없었지만, 최근 다양한 변인들 사이에서 그릿의 

매개효과가 연구되어오고 있었다. 그릿은 자기 효능감과 진로동기 

사이에서 완전 매개효과를 보였고(윤성혜, 유지원, 유영란, 2017), 

내재적 동기와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단순 매개효과를 보인 바 

있다(류영주, 양수진, 2017). 그릿은 최근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변인이라는 것과 개입에 따른 개선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그릿이 청소년기를 기점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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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 
 

그릿은 최근 지능과 학업 성취를 예측하는 비인지적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실패 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이기도 하다(안다휘, 이희승, 2017). 또한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인내심과 열정이며 과정에 있어서의 실패, 어려움, 정체기에도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을 늦추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Duckworth et al., 2007)이다. 그릿은 끈기와 열정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끈기는 노력의 꾸준함을 살펴보는 

것으로 목표 추구 과정에서 역경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 열정은 관심의 일관성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흥미를 잃지 않고 도전하는 것이다(Duckworth et al., 2007). 많은 

분야에서 그릿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릿이 성공을 

위한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이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릿은 실패 할 것을 예상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한다는 면에서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과제수준선호’와 유사한 점이 있다. 

Duckworth(2016)의 연구는 어렵고 도전적인 상황에서 그릿이 

개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구이다. 

미국육군사관학교에 선발된 생도들은 혹독한 훈련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생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다. 

Duckworth(2016)는 어떤 차이가 생도들을 견디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였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열정적인 끈기, 

그릿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릿은 어떤 생도들이 훈련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지를 예측하는 변인인 것이다. 이 밖에도 그릿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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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학업, 졸업, 취업, 결혼, 군대와 같은 일생의 중요한 과제들에 

있어서도 과제를 완료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Duckworth, Kirby, Tsukayama, Berstein, & Ericsson, 2011; 

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Duckworth et al., 2007; 

Eskreis-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Robertson-

Kraft & Duckworth, 2014). 국내 연구에서도 그릿이 높을수록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는 전략을 계획적으로 선택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수란, 손영우, 201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게 된다고 한다. 그릿이 개인의 목표에 

집중하게 하여 스트레스에 몰두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기 

때문이다(Blalock, Young, & Kleiman, 2015).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상황 또는 실패 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고, 실패에 머무르기보다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Kim & Lee, 2015). 비슷한 맥락으로 

Blalock, Young 그리고 Kleiman(2015)는 삶의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릿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릿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가지며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그릿이 부정적인 삶의 사건에 직면해 

있을 때도 장기적인 목표를 폭 넓은 시선으로 집중하여(Duckworth et 

al., 2007) 실패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게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상천과 최선영(2017)의 연구에서도 그릿이 실패내성의 감정과 행동 

하위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릿이 높을수록 감정 조절이 

원활하며 후속 수행을 위한 계획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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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밝혔다.  

그릿은 학업적 실패내성의 ‘과제수준선호’ 요인과 공통점이 있다. 

Gerhards와 Gravert(2015)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난이도가 낮은 과제와 낮은 보상, 난이도가 높은 과제와 높은 보상 중 

후자를 선택하는 성향이 높았다. 이러한 특성은 어려운 수행에서 실패를 

예상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과제에 도전하고자 하는 실패내성의 

‘과제수준선호’ 요인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Lucas, 

Gratch, Cheng 그리고 Marsella(2015)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게임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와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과제에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에서도 그릿이 높은 대학생이 어려운 과제에 대해 더 오랜 시간 

끈기를 보이는 특성을 보였다(이지영, 2016). 이에 대해 

Clifford(1990)는 적정 수준의 위험 감수성(risk-taking)은 수행 수준, 

끈기, 유능감, 자부심과 만족감을 증진시켜, 성공적으로 실패를 극복하고 

성취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즉,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가 예상되는 일에도 긍정적인 믿음과 끈기를 바탕으로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하여 성공을 거둘 확률이 높은 것이다. 

실패 상황에서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포기하는 대신 오히려 노력을 증대시키고 지속해나갔다(Lucas et al., 

2015). 그릿에 따른 행동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Lucas et 

al., 2015). Duckworth 등(2007)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릿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차를 만드는 요인이다. 그릿이 낮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의 노력을 지속하지 않지만,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지속한다. 다시 

말하자면, 그릿은 위기 속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수행의 성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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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내는 것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부정적인 감정을 최소화하고 

후속 수행을 위한 전략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한다(김아영, 

주지은, 1999). 그릿 역시 부정적인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조명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problem-solving) 방식을 사용하여(Blalock et al., 

2015), 실패를 건설적으로 대처하는데 도움을 준다. 학업적 실패내성과 

그릿 모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특성을 가진다(Park, Youk, & Kim, 2013). 

종합해보자면,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감내하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선호하고, 실패 후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실패를 만회하고 더 나은 후속 수행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어려움과 실패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열정으로 계획했던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취한다. 

또한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은 실패 후 문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긍정적인 정서 반응을 보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공유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들을 

통해 언급되었던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관련성, 그리고 그릿과 

통제 기질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계를 그릿이 매개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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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문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업적 실패내성, 통제 기질, 

그리고 그릿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 기질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그릿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마지막으로 그릿은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를 매개하는가? 

본 연구는 통제 기질과 그릿이 각각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통제 기질이 높으면 

우세한 반응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부정적인 감정 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어 실패 반응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릿은 실패와 

어려움에도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으로,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도전할 수 있게 하며 실패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릿은 일상의 목표 달성 과정에 관여하는 통제 기질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여 학업적 실패내성의 증진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 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통제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모형 

통제 기질 
학업적 

실패내성 

그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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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과 경기 지역의 만 14세 청소년 

108명(남학생 50명, 여학생 58명)이며 측정 당시 평균 연령은 

13.98세였다. 이들은 생후 1개월부터 만 14세까지 진행된 종단 연구의 

일부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 8세와 14세 측정에 모두 참여한 108명의 

데이터가 최종적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절차 

아동기의 기질은 참여 아동들의 나이가 만 8세가 되었을 때 

측정되었다. 아동의 부모는 설문지에 답하기 전에 본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힌 설명을 읽어보았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 설명을 

들은 후 연구 동의서에 동의하였다.  

청소년기의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은 참여자들이 만 14세가 

되었을 때 측정하였다. 이 시기는 참여자들이 연구 지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참여자들에게 직접 연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그릿과 실패내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와 설문지는 

서울대학교 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의해 

사전에 미리 검토되고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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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기질  

아동기의 기질은 아동 행동 척도(Children’s Behavior 

Questionnaire; CBQ)를 사용하였다(김수정, 곽금주, 2011; Rothbart, 

Ahadi, Hershey, & Fisher, 2001). 어린 아동들의 기질을 측정해야 

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아동들의 주 양육자가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아동 행동 척도는 총 9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의 

특성에 따라 15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차원 

안에서도 그 특성에 따라 다시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묶여진다.  

모든 문항은 자기보고식 6단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항상 

그렇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6점). 94개의 문항들 가운데 31개의 

문항은 역채점 코딩 하였으며, 나머지 문항들은 그대로 코딩 하였다. 

자세한 문항은 부록 1에 제시되어있다. 기질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그릿  

 청소년기의 그릿은 그릿 척도(Grit Scale; 박성은, 2018; 

Duckworth et al., 2007)로 측정하였다. 그릿 척도의 모든 문항은 

자기보고식 5단계로 구성되어있다(매우 그렇다=5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총 12개의 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를 물어본다. 그릿 열정을 묻는 문항 6개와 그릿 인내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릿 척도 문항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s α는 .68이다. 자세한 문항은 부록 2에 제시되어있다. 

그릿은 두 가지의 하위 요소로 다음의 표 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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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그릿 척도와 문항 내용(Duckworth et al., 2016) 

하위 요인 문항 내용 

열정 

관심의 일관성 

멀리 목표를 두고 일하고,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며 

확고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정도. 

단순한 변덕으로 과제를 포기하지 않음.  

새로움 때문에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으며 변화를  

모색하지 않는 성향. 

인내 

노력의 지속성 

의지력과 인내심의 정도. 한 번 결정한 사항을 조용

히 밀고 나가는 결단력. 장애물 앞에서 과업을 포기

하지 않는 성향. 끈기, 집요함, 완강함. 

 

학업적 실패내성 

 학업적 실패내성은 Kim과 Clifford(1988)의 연구에서 제작한 

Academic Failure Tolerance Scale을 바탕으로, 김아영(2002)이 한국 

상황에 맞게 표준화한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에 따라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나뉜다.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의 구성 요인과 정의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와 문항 내용 (김아영, 2002) 

하위 요인 문항 내용 

과제수준선호 

과제 난이도에 보이는 인지 또는 행동적 측면을 

측정한다. 선호하는 과제의 난이도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의 실패내성이 높다. 

감정 

실패 경험 후에 보이는 긍정 또는 부정적 반응을 

측정한다. 실패 경험에 대해 부정적 감정 반응이 

낮을수록 높은 실패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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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실패 만회를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방안을 강구하는지 

보는 인지적인 측면과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  

보는 행동적 측면을 측정한다. 그 정도가 넓을수록  

실패내성이 높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세 가지 하위요인이 포함된 실패내성 척도는 

각 개인의 경향성을 나타내고, 하위요인들의 점수의 평균치는 그 개인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에서의 학업적 실패에 대한 내성 정도를 알려줄 수 

있는 척도가 된다(김아영, 2002). 모든 항목은 자기보고식 6단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매우 그렇다=6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문항들 

가운데 12개의 문항들은 역채점 코딩 하였으며 나머지 문항들은 그대로 

코딩 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문항의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s 

α는 .63-.85였다. 자세한 문항은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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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 

 
 본 연구는 학업적 실패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고자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통제 기질을 독립변인으로 정하였다. 

또한 그릿을 매개 변인으로 선정하여 통제 기질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하여 SPSS(the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4)를 사용하였다. 첫째, 통제 기질, 그릿, 그리고 

학업적 실패내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둘째,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제 기질, 그릿, 

그리고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검정을 위하여 Baron과 

Kenny의 3단계 분석방법(1986)을 활용한 매개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매개변인으로서 그릿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수행하였다. 

 

통제 기질, 그릿, 그리고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기술통계 

 

통제 기질, 그릿, 그리고 학업적 실패내성이 포함된 변인들의 

기술 통계량은 다음과 같다(표 3). 통제 기질의 평균은 105.45이며 

표준편차는 7.19이다. 그릿의 평균은 36.02이며 표준편차는 5.74이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실패내성의 평균은 80.71이며 표준편차는 

17.4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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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통제 기질, 그릿, 그리고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통제 기질 85 125 105.45 7.19 

그릿 19 51 36.02 5.74 

학업적 실패내성 24 118 80.71 17.42 

 

통제 기질, 그릿, 그리고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상관분석 

 

변인들 간의 상관을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사용하였다(표 4). 표 4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은 정적인 상관(r = .35, p < .001)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도 정적인 상관(r = .57, p < .001)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통제 기질과 그릿 역시 정적인 상관(r= .30, p < .001)을 

나타냈다. 

 

표 4. 통제 기질, 그릿, 그리고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상관분석 

 1 2 3 

1.       통제 기질 1 .30** .35** 

2.         그릿 .30** 1 .57** 

3.      학업적 실패내성 .35** .57** 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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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그릿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과 Kenny의 3단계 

분석방법(1986)을 바탕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통제 기질)가 매개변수(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통제 기질)가 종속변수(학업적 실패내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독립변수(통제 기질)와 

매개변수(그릿)가 종속변수(학업적 실패내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먼저 1단계로 본 연구 모델의 독립변수인 통제 기질이 

매개변수인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통제 기질이 그릿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통제 

기질이 높아질수록 그릿도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t=3.30, p<.01). 

2단계로 독립변수인 통제 기질이 종속변수인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통제 기질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통제 기질이 높아질수록 

학업적 실패내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t=3.89, p<.01). 

마지막으로 3단계로는 독립변수인 통제 기질과 매개변수인 그릿이 

종속변수인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두 변수 모두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각각 t=2.40, p<.05; t=6.36,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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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매개변수인 그릿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2단계와 

3단계에서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베타 

값(β)을 비교해보았을 때, 3단계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p<.05) 그 회귀계수 값(t=.19)이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t=.35)보다 작기 때문에 부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매개효과 

검증단계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R2 P 

1단계 통제 기질 그릿 .30 3.30 .08 < .01 

2단계 통제 기질 
학업적 

실패내성 
.35 3.89 .11 < .01 

3단계 
통제 기질 학업적 

실패내성 

.19 2.40 
.35 

< .05 

그릿 .51 6.36 < .01 

 

매개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개효과의 간접효과 크기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방식(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통계적 모의실험을 

통해, 가상표본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기존의 Sobel 

검정보다 높은 검증력을 가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김진구, 박다은, 

2017; Preacher, Rucker, & Hayes,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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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 관계에서 그릿의 부분 매개효과  

모형과 결과치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1,000개의 표본을 재 

추출하였다. 실제 유의성은 양측 검증을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이때 

매개효과 계수의 95% 신뢰구간 하(lower)-상한(upper) 값이 

각각 .502과 1.237로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영 가설을 

기각하였으며, 매개효과가 있다는 연구가설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질의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부분 매개효과를 

시사하는 결과로서, 통제 기질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표 6). 

 

표 6. 부트스프래핑을 활용한 그릿의 매개효과 

  95% C.I.  

통제 기질 학업적 실패내성 

(매개효과) 

lower upper Sig. 

.502 1.237 .001 

 

  

통제 기질 
학업적 

실패내성 

그릿 
t=3.301, p<.01 

t=3.894, p< .01 

t=2.401, p<.05;  

t=6.369,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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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예측 변인으로서 통제 기질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매개 변인인 그릿이 

이들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만 8세 

아동기의 통제 기질이 만 14세 청소년기의 학업적 실패내성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 8세의 통제 기질은 만 14세의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이 

있었다. 통제의 수준이 높은 아동들은 실패에 대한 내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 기질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두 

번째, 그릿은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이 있었다.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끈기와 열정으로 실패를 극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 번째 연구 문제와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릿은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통제 기질이 높을수록 그릿도 

높아지며, 이 두 변인 모두 학업적 실패내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릿이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세 번째 연구 문제와 일치하였다. 

종합해보자면 통제 기질에 따른 학업적 실패내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그릿이 이들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실패의 경험에 대하여 건설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는지,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실패 상황 



32 

 

후에 실패 극복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행동을 취하는지에 따라 

실패내성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 즉, 실패를 예상하더라도 어려운 

과제를 선호하고 이에 도전한다면 실패내성이 높은 것이고, 실패의 경험 

후에도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며 실패 상황 

이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행동을 

취할수록 실패내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 실패내성이 세 가지의 하위 요인(감정, 

과제수준선호,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제 기질과 

그릿이 각각 실패내성의 어떤 하위요인들과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요인인 ‘감정’과 관련하여, 통제 기질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통해 실패 후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어 실패내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예측한대로, 통제 기질은 학업적 실패내성을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즉, 스스로의 

감정과 행동을 잘 조절할수록 상황에 대한 정서 조절 또한 잘 

이루어졌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상대적으로 덜 드러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통제 기질이 특정 상황에서 감정과 관련된 행동의 

조절에 기여한다는 Eisenberg와 Spinrad(2004)의 연구와 일관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Carlson과 Wang(2007)의 연구와도 관련 지어 

해석될 수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통제 기질이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정서 이해력이 높고 부정적인 정서를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제 기질과 정서 조절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결과로써,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도 통제 기질과 정서 조절간의 관련성을 보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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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최은아, 송하나, 2014).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 

조절에 대한 통제 기질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 만큼 

크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곧 통제 기질이 감정을 조절하게 하여 

실패에 대한 내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의 매개 변인인 그릿 역시 학업적 실패내성의 감정 

요인과 관련이 있었다. 높은 그릿의 사람들은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인 정서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ucas et 

al., 2015).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것은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실패의 경험 후 부정적인 감정을 빨리 

추스르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대처하는 것이 후속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학업적 실패내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과제수준선호’ 요인은 그릿과 관련이 있었다. 

높은 그릿의 학생들이 열정과 끈기, 그리고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그릿과 학업적 실패내성과의 정적인 상관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릿이 과제 수행에 있어서 실패를 감내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에 도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ucas 등(2015)의 연구에서도 

그릿이 높은 사람들이 어려운 수행 과제에 계속해서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상천과 최선영(2017)의 연구에서는 그릿이 높은 영재 아동과 

그릿이 높은 일반 아동이 각각 학업적 실패내성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그릿이 학업적 실패내성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이 학업적 실패내성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면 윤상천과 최선영(2017)의 연구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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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요인들을 세분화하여 그릿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행동’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통제 기질과 그릿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련성을 나타냈다. 행동 요인은 실패 만회를 위하여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실패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상황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Carlson과 Wang(2007)의 연구에서는 

특정한 장난감을 만지지 않도록 지시를 내린 후, 아동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았는데, 높은 수준의 통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들에 비해 장난감을 만지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기다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가 높은 아동들은 지시에 맞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릿의 경우, 

실패상황에서 오히려 노력을 증대시키고 지속하려는 행동을 

나타냈다(Lucas et al., 2015).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방식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릿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는 학업적 실패내성이 지향하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패와 좌절을 겪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은 후속 

수행을 위한 건설적인 태도이며, 학업적인 수행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학업적 실패내성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연한이 길어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매향, 장수영, 

유성경, 2007). 청소년기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육체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예민하고도 중요한 시기이지만(Ravert et al., 2009),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시험 평가에 따라 실패 결과를 더 자주 접할 

기회가 늘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패내성이 낮게 

나타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김아영, 2018). 따라서 청소년들의 실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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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내성을 키울 수 있도록 청소년기의 적절한 교육방안과 아동기부터 

부모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을 제안한다. 학업적 실패내성의 예측 

변인으로 기질을 탐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질은 개인의 경험에 

의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는 변화가 가능한 

요인이므로(Rothbart, Ahadi, Evans, 2000), 아동에게 적합한 환경 

조성 또는 부모의 적절한 양육을 통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Xu, 

Kushner Benson, Mudrey-Camino, & Steiner, 2010). 따라서 

아동기에 부모의 개입을 통해 실패에 대한 내성을 높일 수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높은 그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게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제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cas et al., 2015). 또한 이들은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anagram)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문제를 지나쳐야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계속 지속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은 문제를 풀었다. 

우리나라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보았을 때, 과도한 그릿은 무모해 보이고, 

또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보다 많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 상황에서는 

그릿이 높은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 문제에 대한 풀이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사전에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이 전체적인 도움이 된다는 

언급을 해 주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릿은 통제 기질과 학업적 실패내성간의 사이를 부분 매개하는 

변인이며 둘 간의 사이에서 정적인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통제 기질은 그릿을 통해 실패 후 반응에 더 건설적으로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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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다. 그릿이 통제 기질과 실패내성간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였으므로 통제 기질의 향상과 더불어 그릿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Duckworth(2016)는 

그릿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잘 해내려는 연습을 해야 하며, 흥미롭고 타인의 안녕과 

밀접한 일에 집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기의 학생들의 주된 의무는 학업이며, 과도한 경쟁과 

부담으로 인해 학생들이 관심과 흥미를 학업 외에 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업 외 여가시간은 학생들이 원하는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교육적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릿 이외에 실패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인으로는 마인드 셋(mindset)과 귀인이론(attribu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그릿이 열정과 끈기,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실패에 대한 

내성을 높일 수 있었다면, 마인드 셋과 귀인이론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개인이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 귀인 하느냐에 따라 실패내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패의 원인을 외적인 요인으로 귀인 하거나, 혹은 실패는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덜 

빠지며 건설적인 반응을 보여 후속 수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가진 가장 큰 의의는 학업 수행과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예측 변인을 탐색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예측 변인에 대한 실증적이고 종단적인 

연구이기도 하다. 많은 연구들이 학업적 실패내성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예측 변인을 탐색하기 보다는 관련 변인에 치중되어 온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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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개인이 타고나는 특성인 기질에 관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연구자들이 오랜 시간을 

연구에 할애해야 하며, 참여자들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비인지적 요인으로 주목 받고 있는 

그릿을 매개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그릿은 학업 성취와 관련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릿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기의 학업적 실패내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학업적 실패내성은 학업 성취도, 학교 

적응력, 자아 존중감 등 학업적 측면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인 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학업과 개인의 생활에 있어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는 학업적 실패내성의 예측 요인으로 

통제 기질을 탐색함으로써 아동기부터 조기 개입하여 실패에 대한 

내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학업적 실패내성의 매개 변인으로 그릿의 효과를 

규명하여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그릿의 끈기와 열정을 통해 건설적인 

방법으로 실패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의 수는 108명으로 비교적 적은 수였다. 이는 

종단연구에서 흔히 관찰되는 연구 참여자의 탈락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측면이라 할 수 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를 일반화 시킬 수 있도록 

참여자 수를 풍부하게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그릿은 유사한 성격 

변인들과 차별성이 모호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그릿과 비교되는 변인들과 차별화된 개념을 제시하여 

차이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학업적 실패내성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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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의 하위요인들로 구분되어있지만, 본 연구는 하위요인들을 따로 

분석하지 않았다.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봤을 때, 

학업적 실패내성의 하위요인들을 각각 다른 변인들과 살펴본 연구들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학업적 실패내성과 관련이 

있는 변인들을 하위요인들 별로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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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al Effortful Control and 

adolescents’ Academic Failure Tolerance (AFT). Specifically, 

Grit effect as a mediator between Effortful Control and AFT 

was also determined. A total of 108 children participated as 

they were at age 8, and as they turned 14 years old. 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CBQ) was measured to investi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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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s Effortful Control, and Grit scale and AFT scale 

were measured to investigate adolescents’ Grit and their 

response to fail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children’s Effortful Control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AFT. 

And adolescents’ Grit was also positively related to 

adolescents’ AFT. In addition, Effortful Control was related to 

Grit. Finally, Grit par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Effortful Control and AFT. Thus, Grit played a role in 

increasing Effortful Control and positively affected AFT. 

Taken together, this study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in 

finding predictive variable and mediator between Effortful 

control and AFT. 

 

Keywords: academic failure tolerance, longitudinal study, 

adolescence, grit, temperament, effortfu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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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질 척도 (Children Behavior Questionnaire Scale) 

 

♠ 다음은 여러 상황에서 아이들이 보이는 반응들입니다. 각 상황에서 

자녀의 반응이 어떨지 답해주십시오.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절반 

이하 

절반 

정도 

절반 

이상 

거의 

항상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해당 

없음 

1 
항상 여기저기 가는 것을 크게 갈망하는 

것처럼 보인다.         

2 잘 시간이 되었다고 말하면, 화를 낸다. 
        

3 
아픈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괴로워하지 않

는다.         

4 
높은 미끄럼틀에서 내려오는 것 또는 다

른 모험적인 활동을 좋아한다.         

5 
만진 물체의 부드러움 또는 거칠거칠함

을 알아챈다.         

6 
흥미로운 사건 전에 너무 흥분해서 차분

히 앉아있기 힘들다.         

7 대개 생각 없이 행동으로 옮긴다. 
        

8 
좋아하는 장난감을 잃어버리거나 부숴졌

을 때, 슬프게 운다.         

9 
춥거나 몸이 젖었을 때, 상당히 불편해한

다.         

10 
너무 거칠고 무모해서 다칠지도 모를 놀

이를 좋아한다.         

11 거의 모든 사람과 편안해 보인다. 
        

12 
이방에서 저 방으로 다닐 때 걷기보다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다.         

13 
부모가 새 옷을 입고 있을 때, 그것을 알

아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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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못 가질 때, 짜증을 

낸다.         

15 자신이 한 것에 대해 매우 흥분한다. 
        

16 
활동을 실행할 때, 그것에 전념하기가 힘

들다.         

17 강도 또는 나쁜 사람을 두려워한다. 
        

18 밖에 있을 때, 종종 조용히 앉아 있는다. 
        

19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즐기지만 그것들 

때문에 잘 웃지는 않는다.         

20 
가족이 계획을 세운 것이 잘 되지 않으

면 슬퍼하는 경향이 있다.         

21 
어느 것 하나 완성한 것 없이 이 과제에

서 저 과제로 옮겨 다닌다.         

22 
집에서 놀 때, 활발히 돌아다닌다(달리기, 

오르기, 뛰기).         

23 큰 소음을 두려워한다. 
        

24 작은 소리까지 듣는 것처럼 보인다. 
        

25 
흥분시키는 활동을 한 후, 진정하기가 어

렵다.         

26 따뜻한 목욕을 즐긴다. 
        

27 
어떤 과제를 완수할 수 없을 때, 우울한 

듯 보인다.         

28 자주 새로운 곳으로 돌진한다. 
        

29 
작은 베임이나 타박상에도 매우 당황해 

한다.         

30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방해했

을 때, 매우 좌절한다.         

31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가 방문 후에 떠

나려고 준비할 때, 속상해하기 시작한다.         

32 부모의 겉모습이 달라졌을 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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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뒤쫓아가기, 팔을 뒤로 돌리기 등과 같은 

활동을 즐긴다.         

34 
어떤 것에 화가 났을 때, 10분 또는 그 

이상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35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36 
새로운 곳에 접근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

린다.         

37 
아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주변 사람

에게도 때때로 부끄러워한다.         

38 
만약 아이에게 요청한다면 새로운 활동

들에 참여하기 전에 기다릴 수 있다.         

39 
부모 또는 보모 옆에 "바짝 다가가 앉는 

것"을 즐긴다.         

40 
아이가 함께 놀이할 것을 찾을 수 없을 

때, 속상해한다.         

41 불을 무서워한다. 
        

42 
아이가 단지 어른과 만나 이야기를 할 

때, 때때로 불안한 듯 보인다.         

43 
다음에 할 일을 결정하는데 서두르지않

고 천천히 한다.         

44 
몇분 안에 화났다가 매우 기분이 좋아지

는 등 감정 기복이 심하다.         

45 
자신이 필요한 것을 계획하면서 소풍과 

여행을 준비한다.         

46 
여행을 계획하는 동안 매우 흥미 있어 

한다.         

47 
거실에 있는 새로운 물건을 빨리 알아낸

다.         

48 
다른 친구와 놀이를 하는 동안 좀처럼 

크게 소리 내어 웃지 않는다.         

49 작은 상처 또는 타박상에 크게 당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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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50 
활동적인 게임보다 조용하게 활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51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52 
새로운 사람들의 주변에서 수줍게 행동

한다.         

53 
영화관, 교회 등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 

차분히 앉아 있기 힘들다.         

54 
아이가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 좀처럼 

울지 않는다.         

55 
혼자 놀면서 때때로 미소 짓거나 낄낄거

리며 웃는다.         

56 
TV에서 슬픈 사건을 볼 때, 심하게 걱정

하지 않는다.         

57 가만히 듣는 것을 즐긴다. 
        

58 
밖(예를 들어 소풍, 파티)에 나가기 전에 

매우 좋아한다.         

59 
화났다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해 생각해서 

기분이 빨리 회복된다.         

60 다른 아이들에게 놀자고 편하게 말한다. 
        

61 
아이가 자러 가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좀처럼 짜증내지 않는다.         

62 
책에 그림 그리거나 색칠할 때, 강한 집

중력을 보인다.         

63 어둠을 두려워한다. 
        

64 
심지어 아주 작은 상처가 났을 때도 울 

것 같다.         

65 그림책을 보는 것을 즐긴다. 
        

66 아이가 화났을 때, 달래기 쉽다. 
        

67 지시에 잘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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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TV나 영화에서 봤던 "괴물"에 거의 깜짝 

놀라지 않는다.         

69 
그네를 밀었을 때, 빠르고 높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다         

70 
때때로 새롭게 알게 된 사람들을 수줍어

하며 외면할 때가 있다.         

71 

함께 무언가를 세우거나(쌓거나) 놓을 때, 

아이가 하는 것에 매우 열중하기 시작하

며 오랜 시간 동안 작업한다. 
        

72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한다. 
        

73 
아이가 위험하다고 들었던 장소에 천천

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74 
말썽을 피웠을 때, 좀처럼 낙담하지 않는

다.         

75 화가 났을 때, 달래기가 매우 어렵다. 
        

76 동요(자장가)와 같은 말소리를 좋아한다. 
        

77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자주 미소 짓는다. 
        

78 거칠고 난폭한 게임을 싫어한다. 
        

79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이를 할 때, 자주 

큰 소리로 웃는다.         

80 
TV나 코미디영화를 보는 동안 큰 소리로 

거의 웃지 않는다.         

81 
아이가 "안돼"라는 말을 들었을 때, 활동

을 쉽게 멈출 수 있다.         

82 
여럿이서 새로운 활동을 할 때 가장 마

지막으로 하는 아이들 중 하나이다.         

83 
대개 향수, 담배, 음식 등과 같은 냄새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84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쉽게 주의 산만

해 진다.         

85 저녁이 되어도 여전히 활기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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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부모의 무릎에 앉아 있는 것을 즐긴다. 
        

87 
아이가 그만 둘 마음이 없을 때 놀이를 

끝내면 화를 낸다.         

88 
세발자전거나 자전거를 빠르고 겁 없이 

타는 것을 즐긴다.         

89 
때때로 그림책에 몰두하고 오랜 시간 동

안 그것을 바라본다.         

90 
아이스크림과 같은 곧 나올 후식에 대해 

매우 차분하다.         

91 
감기로 아플 때, 결코 투정하는 일(불평)

이 없다.         

92 
가족 소풍에 기대하기는 하나, 그것에 대

해 과도하게 흥분하지는 않는다.         

93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면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한다.         

94 
흔들림과 같은 부드러운 리듬이 있는 활

동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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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그릿 척도 (Grit Scale) 

 

♠ 다음을 잘 읽고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표시해 

주세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

는 다른 일을 하곤 한다 

1 2 3 4 5 

2 나는 부지런하다 1 2 3 4 5 

3 나의 관심사는 매년 바뀐다 1 2 3 4 5 

4 좌절은 나의 의욕을 꺾지 못한다 1 2 3 4 5 

5 나는 몇 개월마다 새로운 목표나 관심사에 

흥미를 갖게 된다 

1 2 3 4 5 

6 나는 수년의 노력을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

해 본 적이 있다 

1 2 3 4 5 

7 때때로 새로운 생각이나 일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생각이나 일이 방해를 받는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시작한 것은 무엇이든 끝낸다 1 2 3 4 5 

9 나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10 나는 한동안 새로운 생각이나 계획에 사로

잡히지만 곧 관심을 잃게 된다 

1 2 3 4 5 

11 나는 중요한 도전을 위해 좌절을 극복해 왔

다 

1 2 3 4 5 

12 나는 달성하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일에 꾸

준히 집중하기 어렵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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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학업적 실패내성 척도 (Academic failure tolerance scale) 

 

♠ 다음을 잘 읽고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를 표시해 

주세요. 

 

 
전혀 

아니

다 

아니

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학교 공부 중에서 어려운 것을 좋아한

다 

1 2 3 4 5 6 

2 아주 쉬운 과목보다는 차리리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낫다 

1 2 3 4 5 6 

3 만일 학교숙제를 골라서 해도 된다면 

쉬운 것보다는 어려운 것을 골라서 할 

것이다 

1 2 3 4 5 6 

4 어렵거나 도전적인 문제를 풀려고 애

쓰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1 2 3 4 5 6 

5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공부가 재미있

다 

1 2 3 4 5 6 

6 좀 틀리더라도 어려운 숙제를 하는 것

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생각해야 하는 문

제보다는 빨리 끝낼 수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이 낫다(R) 

1 2 3 4 5 6 

8 학교공부는 쉬울수록 좋다(R) 1 2 3 4 5 6 

9 학교에서 실수를 하면 기분이 매우 나

쁘다(R) 

1 2 3 4 5 6 

10 학교에서 실수를 많이 하면 매우 우울

해지거나 화가 난다(R)  

1 2 3 4 5 6 

11 나쁜 점수를 받을 때마다 어디론가 숨

고 싶어진다(R) 

1 2 3 4 5 6 

12 선생님 질문에 틀린 답을 하면 매우 

기분이 나빠진다(R) 

1 2 3 4 5 6 

13 학교성적이 나빠지면 매우 슬퍼진다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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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14 학교공부를 할 때 틀리까 봐 걱정을 

많이 한다(R) 

1 2 3 4 5 6 

15 실수를 많이 하는 학교 공부는 정말 

싫다(R) 

1 2 3 4 5 6 

16 학교에서 나쁜 성적을 받으면 틀린 것

을 공부해서 다시 풀어 본다 

1 2 3 4 5 6 

17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학교공부 

중에서 틀린 것은 다시 공부해 맞춰 

본다 

1 2 3 4 5 6 

18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설명해 

달라고 한다 

1 2 3 4 5 6 

19 학교공부를 하다가 틀리면 계속해서 

해보고 또 해본다 

1 2 3 4 5 6 

20 학교공부를 할 때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공부한다(R) 

1 2 3 4 5 6 

21 새로운 학교 과제를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면 금방 포기해 버린다(R) 

1 2 3 4 5 6 

22 나쁜 점수를 받으면 마음을 잡고 열심

히 공부하려고 결심하곤 한다 

1 2 3 4 5 6 

23 선생님께 바보 같은 질문을 하기보다

는 적당히 추측하고 지나가 버린다(R)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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