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그릿(Grit)의

인성교육 적용 방안 연구

2017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황 광 원





그릿(Grit)의

인성교육 적용 방안 연구

지도교수 정 창 우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윤리교육과

황 광 원

황광원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12월

위 원 장 _________________(인)

부위원장 _________________(인)

위    원 _________________(인)





【국문초록】

그릿(Grit)의

인성교육 적용 방안 연구

황광원

  본 연구는 그릿(Grit)의 개념과 효과성이 인성교육과 어떤 접점을 가

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방안을 제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우

리나라 교육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지나친 강조 및 학생들의 인성이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릿은 인성교육의 목표 달성

과 방법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그릿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 구성 요소를 목표, 회복탄력성, 

열정, 인내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들이 그릿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그릿의 개념은 ‘장기적이고 고귀한 목표를 위해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인내와 열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내렸

고 이는 핵심 인성역량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목표와 회

복탄력성은 그릿의 성격으로서, 열정과 인내는 그릿의 내용으로서 구성

된다. 

  본 연구에서 밝힌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

째, 그릿은 다양한 성취, 직업, 유지-탈락 상황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

고, 또한 행복, 삶의 만족도, 웰빙 등 정서적인 요인과도 상관성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에서 다룰 필요성이 있다. 둘째, 그릿의 성격과 내용, 

다시 말해, 목표, 회복탄력성, 열정, 인내는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목



표와 연관이 깊고, 인성교육에서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보완하고 풍부

하게 할 수 있다. 셋째, 그릿은 복합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신장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구성 요소에 맞는 신장 요인 혹은 신장 

방법을 살펴본 결과, 열정을 키우기 위해 흥미를 발견하고 발달시켜야 

하는 중요성을 살펴보았고, 인내를 기르기 위해 의식적 연습과 계획이 

필요함을 보았으며, 목표를 위해 알맞은 목적의식, 내용, 추구하는 방법

들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마인드셋의 변화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방안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은 인성의 요소 중 역량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핵심 인성역량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그릿을 인성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교수․학습 방

법으로 그릿 프로젝트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릿 프로젝트 모형은 그릿 

알기 – 열정 키우기 – 회복탄력성 기르기 – 목표 세우기 – 인내 

기르기의 과정이 프로젝트학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 밖에 생각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활동, 주어진 조건에 맞는 글쓰기 활동, 프로젝트

를 진행하면서 도움이 되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학생이 

특정 역량을 직접 익히고 삶 속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 

교사 중심보다 학생 중심 수업의 형태로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용

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는 점, 그리고 교과뿐만 아

니라 교과 외 활동, 범교과 활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적

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인성교육방법의 평

가 측면에서도 그릿을 신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야 한다. 

일회성 시험에 의한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 그리고 자기보

고형 평가, 객관적 데이터에 의한 평가, 관찰 평가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제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을 위한 환경적인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



다. 가장 큰 요인은 직․간접적으로 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의 역할이다. 교사는 그릿의 개념과 그 구성 요소를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을 대하는 태도나 말하는 방법에서 학생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모범으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교, 교실의 문

화를 그릿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인성에 대한 공통된 언어

를 사용하고 학교와 교실의 분위기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릿을 요소별로 분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찾는 과정, 그릿

을 인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인성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릿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인성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성 요소로서 그릿

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그릿(grit), 인성, 인성교육, 그릿 신장, 인성교육 방법, 비인지

적 능력

학번: 2015-2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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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인성 혹은 인성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전적 정의처럼 정확한 

정답을 내릴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인성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성

품, 역량, 자질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체로 동의할 수 있고, 인성

교육은 이러한 점들을 기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2015년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인성교육을 ‘자신의 내면을 바르

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

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 때 길러야 하는 

성품과 역량에 대한 종류와 내용은 보는 이의 관점이나 가치, 그리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김영래 외; 2015, 양정

실, 조난심, 박소영, 장근주, 2013; 인성교육진흥법, 2015; 정창우 외, 

2013; 정창우, 2015; Elias et al., 2008; Rychen & Salganik, 2003).

  인성교육을 강조하게 된 사회적 배경에는 다양한 점이 있지만, 지나

친 지식 교육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성 저하 현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학교의 교육적 기능 중에서 지식 교육

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학생들의 지적 역량, 

인지능력은 학교에서 길러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

서 이러한 측면을 과도하게 강조한 것 역시 사실이다. 이로 인하여 성

적 지상주의, 결과주의, 과도한 경쟁 등의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이러

한 분위기는 성적과 결과만을 통한 경쟁과 보상을 당연시하고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는 우려를 자아낸다. 또한 성적, 입시 등의 인지적·결과

적·외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비인지적·과정적·내적인 측면에 소홀하였

고, 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성 저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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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는 대표적으로 첫째, 2012년 1차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39만 학생 가운데 12.3%인 17만 

명이 최근 1년 이내에 학교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히는 등 학교폭력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로, 

2015 청소년통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청소년의 사망원인의 1위는 

자살이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

의 낮은 더불어 사는 능력으로, 우리나라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에서 지적능력 분야에서는 성적은 우수한 반면, 학업에 대한 만족도,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은 비교국가 

36개국에서 35위를 차지하였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손경원, 2016: 

100-101).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지적 능력향상을 위한 노력은 묵인

되거나 유보되고 비인지적 능력의 결핍은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는 경

향이 있다(이자형, 2011).

  인성교육을 강조하게 된 배경을 사회적 현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심리적·교육적인 배경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중 개인적 요인은 다시 크게 인지적 능력(cognitive abilities) 

요인과 비인지적 능력1)(non-cognitive abilities)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최근에 인지적 능력만큼 비인지적 능력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비인지적 능력이 적어도 인지적인 능력만큼 혹은 그보다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헤크먼(J. Heckman)에 의해 더욱 강조되

었다. 그는 학생들의 학창시절에 보였던 다양한 특성들이 성인이 된 후

에 그들의 성공 여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연구 등을 통해 위

1)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비인지적 능력(non-cognitive abilities)이라는 용어는 비인지
적 기술(non-cognitive skills), 성격적 특성(personality traits), 비인지적 특성
(non-cognitive traits) 등의 용어와 혼용되어 왔다. 연구별로 그 의미를 뚜렷하게 
분간하여 쓰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능력에 대비되는 개념에서 비인
지적 능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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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실들을 밝혀냈고(Heckman, Strixrud, & Urzua, 2006; Heckman 

& Masterov, 2007), 실제로 비인지적 기술(non-cognitive skills)이라

는 용어를 이름 붙인 학자이기도 하다(김태준 외, 2014: 19).

  인성교육에서도 인지 영역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성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비인지적 성품과 역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인지적 능력이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은 인성교육이 학업과 성취와 무관한 교육이 아닌 직접적

으로 그것에 도움이 되고 중요한 교육임을 나타낸다. 터프(P. Tough, 

2013) 역시 아이들을 성공과 성취로 이끌기 위해 비인지적 능력을 길

러줘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기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하여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의 현황을 살펴보면 인지적 능력과 더불

어 비인지적 능력도 함께 성장시켜야 하는 인성교육 본래의 목적이나 

의도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방법적인 면

에 있어서 훈화와 강의 중심의 교내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정서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보다 인지적인 측면에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인성교육을 학생들의 문제

행동 – 학교폭력, 흡연 및 음주, 가출, 주위산만 등 – 을 해결하거나 

예방하는 수단으로 한정지어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현주 외, 2009). 

  인성교육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하겠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히 덕목을 가르치고 주입

하는 식의 인지적 접근, 강의나 훈화 중심 교육 방법, 인성 교육에 대

한 인식 등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

해 줄 수 있는 최근의 인성 개념 논의 가운데,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이 미래사회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으로 강조되고 있다(정창우 외, 2013; 조난심, 2013). 핵심역량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량이라는 개념이 실천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전신

체적 작동일 뿐만 아니라 정서나 태도 그리고 정체성과 잠재가능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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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특성을 갖는 보다 총체적인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강충

렬 외, 2013).

  교육과정을 통해 길러져야 할 학생들의 핵심역량에 대한 논의는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가 범국가적 수준에서 교육목표를 재

정립하려는 목적으로 수행한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핵심역량을 제시한 후, 뉴질랜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들이 각국의 요구와 목표를 고려하여 핵심역량을 제

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핵심역량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

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다(교육부, 2015). 

  교육을 한다는 것은 성취를 이루도록 돕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성취를 이룬다는 것은 목표를 세우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이때 성취는 비단 가시적인 성과, 성공만을 뜻하는 것

이 아닌 사회, 학문, 도덕적 측면 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 앞서 밝

혔듯이 성취를 위한 개인적 요인에서 인지적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인지적 능력도 중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목표를 세우고 

이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비인지적 능력은 다

른 비인지적 능력, 그리고 인지적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기나, 끈기, 신뢰

성, 인내와 같은 점들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 아주 중요한 특성이라는 

점은 일반 상식에 가깝다(Heckman & Rubinstein, 2001).”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앞에서 제시한 우리나라 개정 교육과정 상의 비인지적 

능력에 해당하는 역량들은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비인지적 능력 중 성취에 큰 영

향을 미치고, 인지적 능력보다 예상설명력을 갖는다고 밝히며 주목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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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릿2)(grit)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릿의 개념은 더크워스

(A. Duckworth)와 그의 동료들에 의하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인내”를 뜻한다. 이때 그릿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 역경, 고원현상(plateau phenomenon)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

력과 흥미를 유지하며 열심히 도전하는 것”을 포함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1087-1088). 위 두 요소를 합쳐 

“역경, 실패, 상충하는 목표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열정과 인내”라고 정의한다(Eskreis-Winkler, Gross, & 

Duckworth, in press).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생각들과 열정적으로 임하

는 프로젝트, 과제들을 갖게 되지만, 며칠 혹은 몇 주 내에 그것들을 

포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 때로는 포기와 대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릿은 자신의 한계를 미리 긋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점들과 대비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에 따른 세부적이고 단계적

인 목표를 이뤄나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때 그릿은 긍정적인 피

드백을 받지 못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이를 극복하며 일관된 관

심을 유지하고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그릿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취와 관련성이 크다. 이는 그릿이 특정

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영역 특수적 역량이 아니라 특정 영역을 넘어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영역 일반적인 역량임을 뜻한다. 학생들에

게 그릿을 길러줘야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그릿과 관련되어 행해진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릿은 낙오와 잔류가 관련된 힘든 상황에

서 지능, 성적, 연봉, 신체적 능력이 예측하지 못한 결과를 예측하였다

2) 국내 연구에서는 그릿을 투지(鬪志)로 번안하여 연구를 한 경우가 있으나(이수란, 
2015; 김희명, 2015; 최미경, 2016; 문공주 & 함은혜, 2016), 우선 번안한 뜻(투
지-싸우고자 하는 굳센 마음, 표준국어대사전)이 그릿의 특징을 모두 담아내지 못
하고,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그릿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연계성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원문 그대로 그릿을 사용한다. 그러나 그릿에 대응하는 용어를 
찾는 시도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Ⅱ-2. 그릿의 개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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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worth et al., 2007;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Eskreis-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Slick & Lee, 

2014). 그릿은 학문적인 성취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문공

주, 함은혜, 2016; 이수란, 2015; 이정림, 2016; Duckworth el al., 

2007; Fillmore, 2015; Strayhorn, 2014), 이 외에도 그릿이 교사들의 

효율성(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진로준비행동(노영석, 2016), 학교 적응(최미경, 

2016) 등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릿은 정서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 이를 테면 행복, 삶

의 만족도, 자살 위험성 감소, 웰빙 등에도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였다(이슬비, 배은희 & 이수란, 2015; Kleiman, Adams, Kashdan, 

& Risknd, 2013; Salles, Cohen, & Mueller,  2014; ; Slingh & Jha, 

2008; Vainio & Daukantaite, 2015)

  이처럼 많은 영역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릿에 대해 최

근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는 21세기 성공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그릿을 명시하며 강조하고 있고(Shechtman et al., 

2013), 영국 교육부(U. K.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도 마찬가지

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영국 교육부, 2014). 그리고 보완할 점이 아직 

많이 있지만 미국의 몇몇 대학원의 입학 과정에서도 그릿을 활용하며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Powell,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릿의 의미와 효과성은 인성교육과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그릿이 인성교육에 주는 의미와 적용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 질문들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관점에서 그릿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한 후 이를 인성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릿을 다루고 있는 연구의 수 자체도 적을

뿐더러 이뤄진 연구들을 살펴보아도 주로 그릿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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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정되어 있다가 최근에서야 그릿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릿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러한 점이 교

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릿을 요소별로 분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찾고, 인

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인성교육

의 내실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릿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인성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성 요소로서 그릿이 역할

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방법들

을 통해 학생들의 그릿이 신장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그릿의 개념 및 인성교육 측면에서의 특징에 대해 고찰한 

후, 이를 인성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연구 과정은 그릿의 개념과 구성 요소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 그릿을 인성교육과의 관계성 측면에서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과정을 따르게 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에 따라 이론적 탐색 연

구방법을 기반으로 한다. 탐색적 연구는(exploratory research)는 좀 더 

정확한 연구를 위해서 연구문제를 형성하거나 가설을 개발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연구이다. 일반적으로 탐색적 연구는 새로운 문제나 쟁점

을 제기하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나 방향이 무엇인가

를 제시할 때 사용한다(김구, 2014: 81-82). 탐색적 연구의 수행 방법 

중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할 방법은 문헌연구방법(literature 

review)이다. 이를 통해 그릿과 관련한 문헌을 찾고 분석한 후 인성교

육에 적용 가능한 대안의 방향이나 지침을 도출하고자 한다. 문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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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관심 분야와 관련된 연구 및 이론에 대한 광범위한 참조로(Ridley, 

2008: 2),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는 것이다. 문

헌연구는 연구자, 학자, 실무자들이 생산한 기록 결과물의 실체를 확인, 

평가, 해석하는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김구, 2014: 452). 문헌연

구를 통해서는 관련 연구 성과, 연구방법, 이론, 그리고 응용성 등을 살

펴보게 된다. 

  본 연구는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가능성과 방안을 이론적으로 탐색

하는 연구이므로 이론적 탐색 연구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문헌연구방

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도달할 것이다. 문헌연구는 다른 사람이 수행한 

결과물이나 말한 것을 통합하려는 경우나 비평하기 위하여, 관련된 주

제 간의 연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구 분야의 핵심 이슈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한다(김구, 2014: 453). 그러므로 그릿의 개념, 효과성, 그

리고 의미 등에 관한 문헌들을 통합 및 비평하는 것을 통하여 인성교

육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목적과 

부합하게 된다.

  본 연구의 문헌의 범위에는 우선 그릿과 관련한 연구 논문, 학술지의 

논문, 발표 자료, 도서, 기사 등의 기록들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그릿을 

제안하고 그 의미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해 온 더크워스3)의 그릿을 주

제로 한 모든 저작들을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며4), 그릿에 관한 정의, 

개념을 다룬 국내외 문헌들도 대상이 된다. 그릿의 대한 개념 분석은 

단순히 의미를 규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구성 요소별 해석을 

3) 안젤라 리 더크워스(Angela Lee Duckworth)는 펜실베니아 심리학 석학 교수이다. 
또한 인성 발달의 원리와 실천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영리단체인 인성 연구실(the 
character lab)의 창립자이면서 관리자이기도 하다. 그녀는 IQ와 구분되는 두 자질
인 그릿(grit)과 자기통제(self-control)가 성공과 웰빙을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 그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여름학교를 
설립하였었고, 맥킨지(McKinsey)에서 경영 컨설턴트, 이후 공립학교 수학, 과학 교
사를 하다가 성취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 대학원 과정을 밟았다. 2013년에는 맥
아더 상(MacArthur award)을 수상하였다.

4) 더크워스가 연구한 그릿에 관한 논문 및 자료들의 목록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angeladuckworth.com/tag/grit/ (접속일: 20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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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릿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 연구와의 차이를 나타

낼 것이다. 또한 그릿 활용의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해 그릿의 효과성 

및 관련성을 다룬 문헌들을 주제, 연구대상, 주요 변수 등을 기준으로 

국내외 연구들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한 

문헌들은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2015 개정 교육과

정 등 최근 인성교육과 관련한 공식적인 문헌들을 기반으로 하되, 인성

교육의 목표, 성격, 내용, 방법 등을 다룬 국내외 자료들을 참고하여 그

릿의 적용 가능성과 방안을 탐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내용 및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릿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릿의 개념과 그 구성 요소를 살펴

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성취와 관련한 개인적 요인으로서 적어

도 지능, 성적 등의 인지적 능력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성격, 인성 등

의 비인지적 능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배경을 사회적 배경과 심리학

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게 된다. 이후에는 그릿의 개념과 구성 요소

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과 근거를 살펴본 후 이를 인성교육에 적

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정리할 것이다. 이때 그릿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의 비슷한 개념들과 비교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Ⅲ장에서는 그릿의 개념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특히 그릿이 인성교육에 필요

한 이유를 기존의 연구 결과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영역과 정서에서 유

의미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를 주제, 대상, 성격 등의 기준으로 나누어 분석하여 그릿을 길러야 하

는 필요성을 제시할 것이다. 

  이후에는 그릿과 인성교육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인성교육

의 목표, 요소를 그릿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내용

과 각각 연관 지어 살펴볼 것이다. 그릿은 그 구성 요소만큼이나 이에 

따른 신장 요인이 중요하다. 그릿의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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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능력이 타고난 것이고 자라지 않는 것이라면 그 의의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릿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요인들을 그릿 구성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탐색해 보는 것은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Ⅳ장에서는 앞서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그릿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통해 인성교육 핵심 인성역량을 보완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릿의 특성 

및 그릿을 신장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교육 방법 측면에서 어떻게 적

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그릿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
학습 방법으로 ‘그릿 프로젝트 모형’을 제시하여 방안을 구체화한다. 그

리고 그릿을 활용한 평가는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현 

평가 방식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수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 측면을 관계

적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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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이번 장에서는 그릿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릿의 개념 및 구성 요

소를 살펴본다. 성취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 중 인지적 능력만큼 비인지

적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 

연구들은 그릿의 개념 형성과 포함하고 있는 특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등장하게 된 그릿의 의미들을 살펴본 후 본 연구에

서 적용할 그릿의 개념을 정의내릴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릿과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릿의 개념을 더욱 명확

히 할 것이다. 또한 그릿의 개념은 단일 개념이 아닌 여러 구성 요소로 

이뤄진 복합적인 개념이다. 이 구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를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 적용할 구성 요소를 선별하고자 한다.

  1. 그릿의 등장 배경

    1) 사회적 배경

  다양한 개인의 능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하나는 인지

적 능력(cognitive skills) 다른 하나는 비인지적 능력(non-cognitive 

skills)으로 나눌 수 있다. 이때 인지적 능력은 지식을 획득하고 사용하

는 방식에 관한 능력을 말하며, 지식, 이해력, 사고력, 비판력 등과 같

은 정신능력이 포함된다. 이 능력들은 지능 검사나 성취도검사 등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비인지적 능력은 인지적 능력에 대비되는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비인지적 능력이라는 용어 자체는 경제학 

분야에서 헤크먼(J. Heckman)에 의해 학계에 등장하였지만, 인지적 능

력에 대비되는 뜻으로 소개되어 진 것은 보울즈와 진티스(S. Bow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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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Gintis, 1976)가 인지검사점수에 의해 측정되는 것을 제외한 요인들

에 집중하면서였다(이자형, 2011에서 재인용).5) 비인지적 능력에는 학

자들마다 학계마다 이를 포함하는 범위가 다양하여 자신감, 끈기, 신뢰

성, 인내, 사회적 소통 기술 등을 나타낼 수 있지만 공통되는 점은 학

문적 능력보다는 태도, 동기, 개인 성격, 인성 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각 요소들마다 오랜 이론적, 방법적 접근들이 존재해 왔고, 그것들을 

측정하는 각기 다른 도구들이 존재해 왔다.

  그렇다고 해서 비인지적 능력이 인지적 능력에 대비하여 사용되고는 

있지만 이 둘을 완전히 구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비’인

지적 능력이라는 용어로 인해 인지적 능력과의 잘못된 구분으로 오해

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지적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인간의 행

동은 거의 없고 ... 인지 능력은 성격[비인지적 능력]에 의존하

기”(Borghans, Duckworth, Heckman, & Weel, 2008: 3)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인지적 능력은 성격특성, 역량, 인성, 인성강점 혹은 사회 

정서적 능력 등의 용어로 대체되거나 구체화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는 선행 연구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인지적 능력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비인지적 능력이라는 용어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쓰이고 강조되

고 있지만 인지적 능력, 비인지적 능력과 관한 논의는 그 중심이 변해 

가며 계속 있어 왔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기존의 자유교육적인 교

육과정이 전통적인 인지적 교육에 초점을 맞추던 1930-40년대에는 그 

반대급부로 생활중심교육을 통한 비인지적 능력의 개발이 주목을 받았

고, 1950년대 소련의 스푸트닉호 발사 이후 수학과 과학의 지적 교육

이 주목을 받게 되자, 이후 1960-70년대에는 그 반대급부로 인성교육

이 강조되기도 하였다(김태준 외, 2014: 15).

  개인의 능력 발현에 있어 비인지적 능력에 집중하는 이유를 창의력

5) 보울즈와 진티스의 연구에서도 비인지적 능력이라는 용어는 비인지적 특성과 인성
적 특성, 두 용어와 함께 교체되며 사용되고 있다(이자형, 2011: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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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경험적인 측면에서 비인지적 요인이 지능 등의 

인지적인 요인보다 더 많은 예상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는 것과, 개념적인 측면에서 인지적인 활동은 한 개인이 ‘습관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는가에 따라 그 활동의 방향이 창의적인 인지 

활동이나 창의적이지 못한 인지 활동으로 전개될 수 있으므로, 그 발현 

절차에 있어서 ‘활동의 습관적인 패턴’이라는 인성, 즉 비인지적인 요인

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Feist, 2010: 

120). 

  비인지적 능력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학생들의 비인지적 능력을 신

장시키기 위해 나라별로 이를 위한 준비와 실행이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비인지적 능력 개발 현황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뉴질

랜드는 교육법 개정을 통해 OECD에서 제안하고 있는 생애 핵심능력

을 채택․보완하고,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역량 개발에도 초

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해 왔다. 싱가포르는 21세기 역량을 선정하고 

그 중심에 핵심가치로서 인성이 자리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위해 인성 

시민 교육을 도입하여 사회통합과 국가시민의식을 강조하고 노력하고 

있다. 인성 시민 교육에서는 자기 인식(self-awareness), 사회에 대한 

인식(social awareness), 자기관리(self-management), 관계관리

(relationship management), 책임감 있는 의사 결정(responsible 

decision-making)의 다섯 가지 역량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사회정서

학습(social emotional learning)에서 강조하는 다섯 가지 역량에서 영

향을 받아 형성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교육부(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에

서는 21세기 성공에 대한 주요 요인으로 그릿을 명시하며 강조하고 있

고, 영국 교육부(U. K. Department of Education)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의 관점에 근거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보완할 점이 아직 

많이 있지만 미국의 몇몇 대학원의 입학 과정에서도 그릿을 활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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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Powell, 2013). 또한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비

인지적 능력으로 자기 인식, 동기, 인내, 자기 절제, 메타 인지, 사회적 

역량, 회복탄력성, 창의성 등을 제시하며 이 능력들의 가변성, 측정 방

법, 영향력 등의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Gutman & Schoon, 

2013). 우리나라도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품성과 역량을 제시하

고 있고(엄상현, 김민정, 전은화, 2014; 정창우 외, 2013; 정창우, 

2015), 최근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핵심 역량을 제시하며 학생들

에게 길러줘야 할 역량들을 <표 Ⅱ-1>와 같이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지적 능력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학

교의 교육적 기능 중에서 지식 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학생들의 지적 역량, 인지적 능력은 학교에서 길러야 

할 중요한 측면이다. 다만 인지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과 비인지적 능

력을 신장시키는 것의 관계가 양자택일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

<표 Ⅱ-1>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핵심역량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

력 및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

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세상을 보는 안목과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소

통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

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출처: 교육부, 2015: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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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 함양을 위한 학습법(ASELA)’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해 배려적이고 

도전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인성함양과 학력 신장은 동시에 

추구될 수 있다는 기본 관점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관점은 다양한 경

험적 근거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정창우, 2015: 48). 다시 말해, 인지

적 능력과 비인지적 능력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벗어나 

인지적 능력에만 중점을 둔 교육의 치우침을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접근으로 비인지적 능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릿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재능×노력=성취’(Goodwin & Miller, 

2003)라는 단순한 공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직 재능에만 주목한 나머

지 노력의 요소를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 생긴 것이다. 분명 성취에 있

어서 재능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재능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를 더크워스는 조금 더 구체화하였다. ‘재능×노력=능력’ 그리고 ‘능력

×노력=성취’라고 하며 노력을 더욱 강조하였다(Duckworth 2016: 

42). 다시 말해 재능은 노력이 더해져 능력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능

력은 다시 노력을 거쳐 성취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이다. 위 공식을 합

치면 ‘재능×노력2=성취’가 된다. 그녀에 따르면 성취에 있어 노력은 

제곱의 효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더크워스는 다양한 비인지적 능력 가운데에서

도 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릿을 설정하고 제안하게 

된다. 이제 그릿을 형성하게 된 학문적 배경들을 다음 절에서 알아볼 

것이다.

    2) 심리학적 배경

  그릿 개념의 형성과 그릿의 필요성은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심리

학적 연구 결과들과 이론들에 근거한다. 역사적으로 진행된 성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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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심리학적 연구들과 그릿 특성의 배경이 되는 학문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그릿의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배경이 되는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유전과 통계를 공부한 골턴(F. Galton, 1892)은 그의 연구를 통해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세 가지가 필수로 조합되어야 함을 발견

하였는데, 그 세 가지는 지능, 열정, 그리고 충분한 노력이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다(Galton 

2000: 46). 이에 대해 그의 사촌인 다윈(C. Darwin)은 “나도 항상 무

엇이 성공을 좌우하는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해 왔네. 바보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의 사람은 지능이라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네. 이는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열정이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네(정헬렌, 2011: 28).”라고 

골턴에게 말하며 열정과 충분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열정과 

충분한 노력에 관련된 부분이 바로 그릿에 해당한다. 

  콕스(C. Cox, 1926)는 301명의 뛰어난 업적을 이룬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뛰어난 업적을 지는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얼

마나 현명한지를 알아내고자 하였고 이를 알아내기 위해 그들의 아동

시절 IQ를 근거로 하여 지능의 높은 순으로 인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

였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지능이 더 높았

다. 이는 어쩌면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

는 그 다음이었다. 그것은 IQ가 가장 저명한 성취를 이룬 집단과 가장 

저명하지 못한 성취를 낸 인물 집단을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

다. 다시 말해 콕스의 연구에 등장하는 300여명의 인물들의 지능과 명

성의 관계는 극도로 미비했다. 때문에 콕스는 IQ외에 67가지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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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인물들을 구분해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격

적 특성들은 보통 사람들과 저명한 인물들 간의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었다. 저명한 인물들이 고등학교 성적이 크게 뛰어난 것도 아니었

다. 다만 보통의 사람들과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것이 네 가지 요소가 

있었고, 이는 가장 저명한 성취를 이룬 집단과 가장 그렇지 못한 집단

을 구별하는 요소이기도 했다. 콕스는 이 네 가지 요소를 ‘동기의 지속

성’(persistence of motive)이라고 불렀다.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이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목표들에 대해 일을 하는 정도. 이후의 삶을 위한 적극적인 준비. 궁

극적인 목표를 향한 노력.

  둘째, 단순한 변덕으로 임무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경향성. 새로움 때문에 

다른 새로 생긴 것을 찾지 않고, ‘변화를 모색하지’않는 것.

  셋째, 의지 혹은 인내의 강한 정도. 한 번 결정한 과정을 고수하려고 하는 

강한 결심.

  넷째, 장애물을 맞이했을 때 임무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 경향성. 인내, 끈

기, 칠전팔기의 정신.

  이 중 첫째와 둘째는 그릿에서 열정과 관련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그

릿의 인내와 관련된 부분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콕스

는 “가장 높은 정도의 인내와 높기는 하나 가장 높지는 않은 지능을 

가진 사람이 다소 덜한 인내와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명성을 성취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Duckworth, 2016: 74-77). 

헐(L. Hull) 역시 “뛰어난 선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조차도 충분한 양

의 부지런함 없이 어떤 것을 성취할 수는 없다”(Hull, 1928: 185: 

Duckworth & Eskreis-Winkler, 2015: 397에서 재인용)라고 하였다.

  이후 비인지적 능력이 성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많이 진행

되어 왔으며 그 중 최근 더욱 주목을 갖게 만든 계기가 된 헤크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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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있다. 헤크먼은 1990년대 미국의 종합교육발전(General 

Education Development)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여기서 이른

바 GED는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지식과 기술을 측정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학위를 인정해 주는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와 비슷한 

제도를 말한다. 헤크먼은 GED를 통해 졸업자격을 얻은 사람들과 고등

학교 졸업생들을 비교한 결과 인지 능력에 해당하는 성취도 점수는 비

슷한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두 집단의 대학 진학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였더니, 일반 고교 졸업생들이 46%의 고교 이상

의 학위를 딴 반면에 GED 합격자들은 단지 3%에 불과했다. 그리고 

미래에 나타날 중요한 결과들 – 연간 수입, 실업률, 이혼율, 약물 중독 

등 – 을 고려했을 때, 그들은 고등학교 중퇴자의 해당 수치와 크게 다

르지 않았다. 헤크먼은 그 이유를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학업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해준 심리적 특성이 빠져 있다고 결론 내었다. 

이러한 “따분하고 보상받을 것도 별로 없는 임무라도 끈질기게 해내는 

경향, 만족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는 능력” 등이 대학, 직장, 인생에 걸

쳐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페리유치원 프로젝

트6)와 관련하여 헤크먼은 이 프로젝트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아이

들의 인지 능력의 효과는 단기적임을 발견하였고 그보다 아이들의 개

별 행동 – 얼마나 자주 거짓말을 하는지, 지각이나 결석을 하는지 등 

– 의 발달정도와 사회성 개발 – 호기심이 어느 정도인지, 친구나 교

사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등 – 의 발달 정도에 따라 아이들에게 긍정

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Tough, 권기대 역, 2013: 

17-21). 

  이와 비슷한 연구로는 지능검사를 개발한 터먼(L. Terman)의 연구가 

6) 페리유치원 프로젝트(the Perry Pre-school Project): 미국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서 추첨을 통해 저소득층 3~4세 어린이 58명(실험군)에게 훌륭한 교육을 제공하고 
추첨에서 떨어진 65명에게 일반 교육을 받는 비교군으로 삼아 11년까지는 매년, 그 
이후에는 몇 년에 한 번씩 40년 넘게 추적조사를 한 프로젝트이다. 그 결과 고용과 
연소득은 물론 범죄율에도 두 집단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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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지능지수와 성공의 상관관계에 대한 종단연구를 수행한 결과, 지

능지수 140이 넘는 영재 1,500명 중 일부만이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

리는 직업을 가졌으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

했다. 뛰어난 지능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의 삶을 살았다. 오히려 연

구 초기에 실시했던 지능검사에서 지능이 별로 높지 않아 선발되지 않

았던 아이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도 하였다. 높은 지능 하나

만으로는 성취도를 의미 있게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터먼은 『천재 유

전학』 4권에서 “실제로 천재들은 천재로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가 본 

것처럼 지능과 성취도 사이에는 그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라고 밝

혔다(정헬렌, 2011: 29). 높은 지능이 성취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다

른 요소가 함께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지능 분야의 대가로 꼽히는 스

턴버그(R. Sternberg) 역시 사람들이 전문적 기술을 성취하는 데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능력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노력”이라고 하였다(Dweck, 정명진 역, 2011: 18). 

  설령 비인지적 능력의 예측가능성이 인지적 능력의 그것과 적어도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비인지적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인

지적 능력의 가변성보다 비인지적 능력의 가변성이 훨씬 크다는 점이

다. IQ 등의 지능 지수와 사회경제적 지위는 변화되기 굉장히 어렵다

고 인식되는(Moffitt et al., 2011) 반면에 비인지적 능력의 변화는 그

보다 더 큰 범위에서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경

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에 반응하면서 형성되

고 변화하기 때문이다(Thaler & Koval, 2015: 35). 또한 비인지적 능

력들은 아동기와 초기 청소년기에 발달하기 시작한다고 여겨지고

(Eccles et al., 1993), 이 시기에 이러한 능력들이 발달한 사람들은 나

중에 다른 능력들을 이어 발달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아동, 청소

년 시기에 길러 줄 여건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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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릿의 내용에 대한 심리학적 배경

  그릿의 배경이 되는 개념 중 하나는 정서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다. 정서지능은 셀로비와 메이어(P. Salovey & J. 

Mayer)가 제시한 개념으로 초기의 개념에서 수정을 거쳐 정서를 정확

하게 지각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능력인 정서 지각 능력, 사고를 촉진

시킬 수 있도록 정서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인 정서 사고 촉진 능력, 

정서와 정서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서 이해 능력, 정서적․지적 성

장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정서를 조절할 수 있는 정서 조절 능력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가장 낮은 범주인 정서 지각 능력에서 정서 조절 능

력으로 발달하는 과정으로 보았다(Salovey & Mayer, 1997). 

  골먼(D. Goleman)은 정서지능을 사회적 지능의 한 하위요소로서, 자

신과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인식하고, 차이를 변별하며, 생각과 행동을 

하는 데 정서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Goleman, 

1995). 그리고 이를 5가지 영역의 25가지 정서적 능력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Goleman, 1998), 이후 동료의 영향을 받아 4가지 영역, 20

가지 정서적 능력으로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수정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우선 5가지 영역을 통합하여 4가지 영역: 자기 인식, 자기 관

리, (기존의 공감 영역을 포함한)사회적 인식, 관계 관리로 재조직하였

다. 능력 부분에서는 기존의 혁신 능력은 진취성으로 정리되었고, 낙관

성은 성취 동기로 통합되었다. 다양성의 조정능력과 타인 이해는 공감

으로 합쳐졌고, 솔선수범은 리더십으로 정리되었다. 나눠져 있던 협력

과 팀 역량은 팀워크 & 협력이라는 능력으로 하나 되었다. 끝으로 정

치적 인식은 조직적 인식으로 정서의 인식은 정서적 자기 인식으로 명

명하였다(Goleman, 2001). 정서적 능력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Ⅱ-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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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 정서적 능력의 틀과 내용

구 분 내 용

개인적

기술

자기 인식

(Self-awareness)
정서의 인식, 정확한 자기 평가, 자신감

자기 조절

(Self-regulation)
자기 통제, 신뢰감, 양심, 적응력, 혁신 능력

동기화

(Motivation)
성취 동기, 책임감, 솔선수범, 낙관성

사회적

기술

공감

(Empathy)

타인 이해, 타인 발달, 조력행동, 다양성의 조정능력, 

정치적 인식

사회적 기술

(Social Skills)

영향력, 의사소통능력, 갈등 조정능력, 리더십, 변화의 

촉매작용 능력, 관계형성능력, 협력 능력, 팀 역량

⇓

자신(개인적 능력) 타인(사회적 능력)

인식

자기 인식(Self-Awareness)

 ∙정서의 자기 인식

 ∙정확한 자기 평가

 ∙자신감

사회적 인식(Social Awareness)

  ∙공감

  ∙조력 행동

  ∙조직적 인식

조절

자기 관리(Self-Management)

 ∙자기 통제  ∙신뢰감

 ∙양심       ∙적응력

 ∙성취 동기  ∙진취성

관계 관리(Relationship Management)

  ∙타인 발달      ∙영향력

  ∙의사소통능력   ∙갈등 조정능력

  ∙리더십  ∙변화의 촉매작용 능력

  ∙관계형성능력   ∙팀워크 & 협력

출처: Goleman, 1998, 2001 내용을 요약한 것임

  정서지능은 자기 인식과 조절, 그리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등을 포함하는 매우 큰 범위의 개념이다. 골먼이 제시한 정서적 능력 

중에서는 그릿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능력, 예를 들어 자기 통제, 

성취동기, 진취성 등도 있고 간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능력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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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서지능이 그릿에 주는 시사점은 지능을 IQ와 

같은 인지적 능력에 그치는 것이 정서 지능에 포함된 능력들을 교육으

로 습득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유전적으로 타고났을지 모르는 

인지적 능력을 활용하게 해줄 기회가 된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릿의 배경이 되는 학문은 긍정 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다. 긍정 심리학은 우리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가고 있

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병리학적 관심으로부

터 “우리의 삶을 보다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8: 정창우, 2013: 330에서 재인용). 또한 인격 강점(character 

strength) 및 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인간 행복에 대한 연구, 특히 

번영(flourishing)이나 인간, 집단, 기관의 최상의 기능(functioning)에 

기여하는 조건들과 과정들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Gable & 

Haidt, 2005: 104: 정창우, 2013: 330에서 재인용).

  긍정 심리학의 연구 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긍정 상태(positive 

states), 긍정 특질(positive traits), 그리고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s)이다(Seligman, 2002: vi). 긍정 상태는 만족감, 친밀감, 열

정 등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긍정 정서를 포함하는 다양한 긍정

적 심리 상태를 말하며, 긍정 특질은 지혜, 끈기, 정직, 겸손, 용기, 유

머 등 한 개인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긍정적 행동 양식이나 성품을 

말한다. 긍정 기관은 가정, 학교, 직장 등 인간의 행복과 자기실현을 지

원할 수 있는 단체나 조직을 말한다(권석만, 2009: 24). 

  긍정 심리학계에서는 최적의 인간 발달 가이드를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인간의 인격 강점과 덕에 대한 VIA 분류 체계를 만들어 

냈다. VIA 분류 체계에는 6개의 덕목들과 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24

개의 인격 강점들이 포함되어 있고, 앞의 6개의 덕목은 ‘핵심 덕목

(cardinal virtues)’, 뒤의 24개의 강점들은 ‘하위 덕목(subvirtues)’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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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렀다(Peterson & Seligman, 2004: 정창우, 2013: 341에서 재인

용). VIA 분류 체계는 <표 Ⅱ-3>과 같다.

  실제로 더크워스는 ‘긍정심리학센터(Positive psychology center)’의 

구성원으로서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셀리그먼(M. Seligman)의 제자이

면서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긍정 심리학과 VIA 분류 체

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VIA 분류 체계에서 그릿과 관련된 핵심 덕목은 용기이다. VIA 분류 

체계에서 말하는 용기는 ‘내․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성취하려

는 의지적 덕목’을 뜻하고 이는 그릿의 ‘실패, 역경에도 불구하고 장기

간 목표를 성취하려는 열정과 인내’라는 의미와 통한다. 따라서 용기의 

<표 Ⅱ-3> VIA 분류 체계에 제시된 핵심 덕목들과 인격 강점들

핵심 덕목

(cardinal 

virtues)

덕목의 의미
핵심 덕목에 포함된 인격 강점

(하위 덕목)

지혜와 지식

(wisdom and 

knowledge)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인지적 덕목

창의성, 호기심, 개방성, 

학구열, 지혜

용기

(courage)

내․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적 

덕목

용맹, 인내, 진정성, 활력

절제

(temperance)

지나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덕목

용서, 겸손, 신중함, 자기조절

인간애

(humanity)

타인을 보살피고 친밀해지는 

것과 관련된 대인관계 덕목
사랑, 이타주의, 사회 지능

정의

(justice)

건강한 공동체 생활의 바탕

이 되는 시민적 덕목
시민의식, 공정성, 리더십

초월

(transcendence)

현상과 행위에 의미를 부여

해 주고 더 큰 세계와 연결

해 주는 덕목

감상력, 감사, 낙관주의, 유머, 

영성

출처: 정창우, 2013: 343-34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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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적으로 측정 가능한 덕목으로서 하위 덕목인 용맹 – 위협, 도전, 

난관, 고통으로부터 위축되지 않고 이를 극복하는 능력, 인내 – 시작

한 일을 마무리하여 완성하는 능력, 진정성 – 진실을 말하고 자신을 

진실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능력, 활력 – 활기와 에너지를 가지고 삶과 

일에 접근하는 태도는 그릿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될 수 

있는 덕목들이면서, 그릿의 신장 방법과도 연관이 있게 된다.

  블라지(A. Blasi, 2005)의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에서도 그릿

의 뒷받침이 되는 덕들을 찾아볼 수 있다. 블라지는 덕들을 일반성의 

정도에 따라 두 개의 범주로 분류한 후, 이를 각각 낮은 수준(lower-o

rder)과 높은 수준(higher-order)으로 이름 붙였다. 낮은 수준의 덕들은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에, 높은 수준의 덕들은 동기부여와 인성 

특질의 안정성, 그리고 보편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낮은 수준

의 덕들은 안정성과 강한 동기를 얻기 위해 적어도 한 개 혹은 그 이

상의 높은 수준의 덕들을 필요로 한다(정창우, 2015: 89). 블라지가 분

류한 덕의 목록 가운데 높은 수준의 덕은 다시 의지와 관련된 덕(will 

cluster)과 자기 통합성과 관련된 덕(integrity cluster)으로 나뉘는데, 그

릿은 의지와 관련된 덕들과 관련이 있으며 세부적인 덕들로는 인내력

(perseverance), 결단력(determination), 자기규율(self-discipline), 자기

통제(self-control), 의지력(willpower)이 해당된다. 

  리코나와 데이비슨(T. Lickona & M. Davidson, 2005)은 수행적 인

성(performance character)과 도덕적 인성(moral character)을 상호 구

분하면서 인성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기술한 바 있다. 도덕적 인성은 관

계 지향적(relational orientation)이고, 정직, 정의, 배려, 존중, 협력 등

과 같이 성공적인 개인 상호 간 관계형성 및 윤리적 행위에 필요한 자

질로 구성된다. 도덕적 인성은 타인들과 우리 자신들을 존중과 배려를 

가지고 대하도록 하는 동시에 우리의 윤리적 삶을 위해 진실성을 가지

고 행동하도록 해준다. 한편, 수행적 인성은 과업완수 지향적(mas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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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tion)이고, 노력, 근면, 인내력, 강력한 근로윤리, 긍정적 태도, 

창의성, 그리고 자기규율과 같은 자질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수행적 인

성은 학과 공부, 공동학업 활동, 직장, 그 외 자기가 일하는 어느 곳에

서든 자신의 잠재가능성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데 필요한 자질들로 구

성되는 것이다. 수행적 인성은 유혹에 직면해서도 우리가 옳은 행위를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주는 일련의 덕들이다(정창우 2015: 92-93). 

그릿은 리코나와 데이비슨의 관점에 따르면 수행적 인성에 가까운 특

성을 가지고 있다. 수행적 인성을 구성하고 있는 근면, 인내력, 긍정적 

태도, 자기규율 등은 그릿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릿의 뒷받침이 되는 정서 지능, 긍정심리학, 블라지, 리코나와 데이

비슨의 덕목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서 지능의 동기화 혹은 자기 관리, 

긍정심리학의 용기, 블라지의 높은 수준의 덕, 리코나와 데이비슨의 수

행적 인성은 그 자체만으로는 훌륭한 사람이 되는 데 부족하며, 동기부

여의 측면이나 핵심 윤리적 가치들을 실행하도록 사람들의 능력을 지

원해주는 특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덕목, 능력들

을 나쁘거나 부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슬람 무장단체(IS)나 독재자

들 역시 어떠한 측면에서는 용기, 인내가 강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

에 단지 이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좋은 인성을 갖는다

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릿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

     (3) 그릿의 성격에 대한 심리학적 배경

  그릿을 이해하기 위한 바탕이 되는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은 

사람들의 행동, 결과, 특성(예를 들어 지능, 성격, 도덕성 등)에 대하여 

이해하고 반응을 하는 개개인의 가정이나 신념을 의미한다(Dw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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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u, & Hong 1995; Dweck & Leggett, 1988). 실증적으로 측정된 

자료들에 근거하여 주변 상황이나 개인을 해석하는 명시적 이론

(explicit theory)과 달리, 암묵적 이론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

적인 신념이다. 암묵적 이론에 의하면 이러한 개개인의 가정이나 신념

은 실제 행동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어떤 암묵적 이론을 가졌느냐에 

따라 행동이나 결과에 대한 인식, 의지에 차이가 생기고 이는 행동의 

차이를 불러오게 된다. 

  암묵적 이론에서는 지능, 성격, 도덕성 등의 특성을 인식하고 해석하

는 두 가지 틀을 제시해 왔다. 반두라와 드웩(M. Bandura & C. 

Dweck)은 개인이 자신의 지능, 능력에 대해 가진 신념을 고정이론

(entity theory)과 증진이론(incremental theory)으로 나누었다. 고정이

론은 지능은 고정되어 있거나 변화시킬 수 없는 특성을 가진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이러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행동의 성공과 이미 학습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능력의 확인에 초점을 맞춘다. 이에 반해 증진 

이론은 지능은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발달할 수 있으며, 노력

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것을 의미하고 이런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적이고 노력을 증가시켜 능력의 

획득 및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Dweck & Leggett, 1988). 

  특히 두 이론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정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가치 있는 속성

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그러한 속성이 부족한 것을 

피하는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들은 부정적인 수행을 능력부족

으로 설명하며 실패에 직면하여서는 무기력한 반응을 보인다. 

  이러한 반응의 이유로는 첫째, 저조한 수행이라는 것은 능력부족을 

나타내는 것이고 치유적 행동(remedial action)을 통해서 능력이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노력과 능력의 관계

에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그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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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증진이론을 가진 사람들은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

다. 즉 개인의 속성이라는 것은 신장될 수 있는 것으로서 그것을 과시

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오히려 노력을 통하여 그것을 기르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은 실패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능력과 수행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치유적 행동에 힘을 기울인다(김남경, 2002: 10). 

  암묵적 이론을 크게 두 이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지만 두 이론 중 어

느 하나만이 맞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취하는 모든 태도

들에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이론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암

묵적 이론의 두 이론을 각각 잠재적인 비용과 이익의 관점에서 현실을 

구성하는 대안적인 방안들로 바라본다. 예컨대, 고정된 특성을 강조하

는 고정이론은 상대적으로 비용을 줄이고 알기 쉽도록 현실을 구성하

여 쉽게 가늠되어 지고 미래 행동에 대한 높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강조하는 증진이론은 좀 더 복잡

하고 쉽게 알기 어려운 현실을 제공하게 된다(Dweck et al., 1995: 

268-269).

  또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매우 일반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

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영역마다 다른 이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

다. 예를 들어 지능은 고정되어 있다고 여기지만 도덕적 인성은 가변적

이라고 암묵적인 이론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고정이론

은 지적 영역에 관한 생각과 행동에 대한 틀을 제공하게 되고, 증가이

론은 도덕적 인성과 관련하여서는 일어나는 일들에 조직하고 구조화하

는 틀을 제공하게 된다(Dweck et al., 1995: 269).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정이론과 증진이론 중 어떤 암묵적 이론을 가

지고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 목표

의 설정, 실패에 대한 반응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고, 사람들에게 잠재

적으로 중요한 태도와 수행,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Dweck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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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273-275). 일반적으로 고정이론보다 증진이론을 가지고 있을 

때, 인지, 정서, 행동 면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

다(박은, 김교헌, 2015: 229).

  그릿과 관련하여 암묵적 이론은 특히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이는 그릿의 성격을 형성한다. 그리고 실패와 

역경의 이유를 어디서 찾을 것인지,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노력

과 능력에 대한 관점 등에 대한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준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자면 그릿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성취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와 이론들 가운데 성취에 대한 근거를 더 면밀

하게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다시 말해, 비인지적 능력이 인지적 

능력만큼 혹은 그보다 더한 영향력을 성취에 미친다고 할 때, 정서지능

의 다양한 지능의 종류, 긍정 심리학, 도덕 심리학 등에서 언급된 덕목, 

능력을 포함한 많은 비인지적 능력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요소들은 어떻게 구성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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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릿의 개념 및 구성

   1) 그릿의 개념 

  2015년, 2016년 신년 연설에서 오바마(B. Obama) 미국 대통령은 

연설 중에 그릿(grit)을 언급하였다.7) 이 단어 자체가 주제는 아니었지

만, 용기, 노력, 꾸준함 등을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선택되어 쓰

였다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처음 그릿의 의미가 형성된 것은 영화 ‘더 브레이브’(원제: true gri

t8))에서 보이는 19세기 카우보이들이 주어진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겪

게 되는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는 것과 연관이 있다. 목표를 완

수하고자 할 때 필요한 특성 혹은 기질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꾸어 

그릿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1808년에 그릿이라는 단어가 처

음으로 사전에 기록되었고 그 의미는 “인성, 체력, 정신, 결단의 강인함

의 비유적인 모습”이라고 설명하였다(Barnhart & Steinmetz, 1988: 

Stokas, 2015: 523에서 재인용). 최근의 사전적 의미는 “용기와 결의, 

인성의 힘”(옥스퍼드(Oxford) 온라인 사전), 조금 더 자세한 설명으로

는 “어렵고 즐겁지 않은 어떤 것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주는 용기와 결

심”(옥스퍼드 학습자 온라인 사전)이라고 하였다. 또 다른 사전에서는 

7) 2015년 신년 연설 중 일부: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모든 그릿과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America, f
or all that we have endured; for all the grit and hard work required to come 
back; for all the tasks that lie ahead)

   2016년 신년 연설 중 일부: “나는 미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공정함의 목소리
들과 그릿, 유머, 친절함의 비전들에 영감을 받은 시민으로서 당신과 함께 있을 것
입니다.”(I’ll be right there with you as a citizen—inspired by those voices of fai
rness and vision of grit and good humor and kindness that have helped Americ
a travel so far.)

8) 1968년 찰스 포티스(Charles Portis)의 true grit이라는 소설을 1969년 동명의 영화
로 제작하였으며, 이후 코엔 형제(Coen brothers)가 2010년 리메이크를 하였다. 우
리나라에서는 진정한 용기라는 이름으로 알려졌다가 2010년에는 더 브레이브라는 
이름으로 상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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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혹은 정신의 강인함: 어려움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의 단호한 용

기”(메리엄-웹스터(merriam-webster) 온라인 사전)라고 정의한다. 우리

나라 사전에서는 ‘투지, 기개, 용기9)’등으로 번역한다.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릿의 사전적 뜻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갖는 용기, 강

인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들은 앞으로 살펴 볼 그릿

의 개념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더크워스는 심리학적 용어로서 그릿을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때 

그릿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 역경, 고원현상(plateau phen

omenon)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력과 관심을 유지하며 열심히 도전

하는 것”을 포함한다(Duckworth et al., 2007: 1087-1088). 위 두 요

소를 합쳐 “역경, 실패, 상충하는 목적들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인내와 열정”이라고 정의한다(Eskreis-Winkler el a

l., in press).

  테일러와 코발(Thaler & Koval, 2015: 13)은 그릿을 “어려운 환경 

속에 빠져 있다하더라도 고군분투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강한 

투지, 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노력, 도전을 당연하게 받아드리며 어려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열정과 인내를 갖는 것의 결과”라고 말하였다. 

  그릿의 개념을 계속하고자 하는 능력, 성장에 대한 헌신, 일관성, 투

지, 성공을 향해 전진하는 것, 확고함, 탁월함에 대한 열정, 개인적 전

념 등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며 다양한 의미를 담아내기도 하였다

(De Vera, Gavino, & Portugal, 2015).

  그릿을 표현하는 말에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나타내고자 하는 개념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하나는 목표

9) 그릿을 나타내는 우리나라 말인 투지, 끈기, 기개, 뚝심 등의 용어 가운데, 단지 싸
우고자 하는 굳센 마음을 뜻하는 투지보다는 끈기와 뚝심, 혹은 기개가 그릿과 가
까운 특성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며, 그 중에서 기개(氣槪)가 가장 그릿의 특성을 
잘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기개는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를 뜻하는 것으로 일관
된 목표를 위해 애쓰는 기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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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의지와 노력의 강조이고, 다른 하나는 실

패, 역경, 장애물 등에 직면하였을 때에도 계속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

릿은 꾸준함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릿은 단거리 달리기

(sprint)보다 지구력(stamina)과 비슷하여 마라톤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성취를 이루는 점이 강조된다(Duckworth et al., 2007: 1088). 

  본 연구자는 기존 그릿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그릿을 다

루기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갖고 열정과 

인내를 유지하는 능력’으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또한 그릿의 

개념을 성격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적용 방

안 부분에서 핵심 인성역량으로서 그릿의 개념을 다시 살펴 볼 것이다.

  그릿은 사용자의 관점에 따라 인내에 포함된 속성으로 보기도 하고

(Gutman & Schoon, 2013), 인내, 끈기와 또 다른 특성으로 다루기도 

한다(Shechtman et al., 2013; Holbein et al., 2016). 그러나 단순히 

인내에 포함된 속성으로 그릿을 보기에, 그릿이 가지고 있는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측면과 관심의 지속성 측면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를 설명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다. 그릿은 인내와 열정을 포함하고 있는 

특성이므로 이를 포함한 더 큰 복합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릿이 최근에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연

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와 비슷한 개념이 기존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양한 덕목들과 더불어 용기의 중요성을 이

야기한 것을 포함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용기, 인내, 성실 

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다. 따라서 그릿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유사한 개념들과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표 Ⅱ-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릿과 유사한 개념들은 공통적으

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의지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패나 

장애물 등에 직면했을 때에 계속 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그릿 

역시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릿과 다른 개념들과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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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별로 살펴봤을 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장기적

인 목표를 향하여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과 둘째는 

그러한 시간과 노력을 지속하는 동안 당장의 성과나 반응에 의존적이

지 않으면서 관심, 흥미 등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것 등이다.

<표 Ⅱ-4> 그릿과 유사한 개념들

용 어 정 의

용기

(Courage)

내․외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성취하려는 의지적 덕목

(Peterson & Seligman, 2004)

학업 끈기

(Academic 

Perseverance)

방해, 장애물, 어려운 수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의 최

선을 다하는 방법을 통해 때에 맞춰 학교 과제를 완성하려

는 학생들의 경향성(Farringon et al, 2012)

지속과 인내

(Persistence and 

Perseverance)

  장애물, 어려움, 낙담에도 불구하고 목표 지향적인 행동의 

자발적인 계속을 나타낸다. 이때 단순히 과제에 얼마나 오래 

지속했는지는 인내의 본질을 적절하게 담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재미있거나 보상이 있는 일의 수행을 지속하는 것

은 실패를 극복하거나 지속해야 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다(Peterson & Seligman, 2004).

자기통제

(Self-control)

미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즉각적인 욕구를 지연시키거

나 통제하는 것으로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Kanfer, 1977)

성취욕구
(Achievement       

need)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하려는 욕구

(McClelland, 1985)

성실성

(Conscientiousness)

1) 21세기 핵심 역량 – 진취성, 자기-지시, 책임감, 인내, 

생산성, 그릿, 타입 1 자기 통제(자기 숙고, 수행, 자기반성

을 포함한 메타인지 기술)(21st Century Competency, 

NRC, 2012)

2) 성격 요인 – 신뢰성, 성취 의지(Poropat, 2009)

출처: Shechtman et al., 2013: 14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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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릿과 유사한 몇 가지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자기통

제(self-control)를 들 수 있다. 자기통제는 자신이 자신의 인지나 정서, 

행동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므로(손미경, 2007), 

목표를 위해 인내를 가지고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릿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높은 상관(γ=63, p<0.01)

을 보이고 있다(Duckworth et al.,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릿과 자기통제는 달성 기간, 대상, 목표의 성격 

등의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자기통제는 일상에서의 선택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반면, 그릿은 성취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

별한 성취들과 연관이 있다. 각 특성이 부족한 경우를 표현하자면, 자

기통제가 부족한 경우에는 선택의 상황에서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것

을 택할 수 있지만 이내 후회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어진 숙제

를 하는 것과 게임을 하는 것 가운데 당장의 재미를 위해 게임을 선택

하여 주어진 숙제를 하지 못할 경우이다. 이에 비해 그릿이 부족한 경

우에는 기존의 목표 대신에 빠른 성공이 가능한 다른 상위 목표를 선

택한다거나 방법이 없는 것으로 여겨 포기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

다. 자기통제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그릿은 의지와 같은 동기적인 측면과 많은 연관성이 있다. 자기통제는 

주변에 존재하는 유혹, 방해와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되고, 그릿은 

중도 탈락이 적용되는 도전적인 상황에 특히 적용된다(Duckworth & 

Gross, 2014).

  다음으로 그릿과 성취욕구(achievement need)를 비교했을 때는 의존

성에서 가장 큰 차이를 드러낸다. 성취욕구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

려는 욕구 및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욕구를 포함한다(안관영, 이병직, 2002).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은 성취

를 위하여 계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성과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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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가 많다. 성취욕구가 높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만족이나 보상

을 추구하며, 과제의 성격이나 난이도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게 된다

(Duckworth et al., 2007). 또한 어떤 일을 잘하게 되거나 좋은 평판을 

얻게 될 때는 그것을 지속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멈추기도 한다. 반

면에 그릿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지 않을 때에도 장기적인 목표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특성을 강조한다. 성과에 영향을 받고, 자발적

으로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의존성의 측면에서 그릿의 특성이 두드러

진다.

  마지막으로 그릿과 성격 5요인10) 중 하나인 성실성을 비교해보면, 

성실성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을 말하는 것으로 계획

을 세우고 조직화하며 준비 등에 책임감을 갖는 것을 말한다. 그릿을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는 성실성과 그릿의 명확한 차이점이 크게 들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Crede, Tynan, & Harms, 2016). 더크워스 역시 

그릿이 성실성의 큰 테두리 안에 있는 특성 중 하나로 그릿을 인정한

다. 그러나 그릿은 성실성과의 비교에서 특히 예측 가능성의 차이를 보

임을 강조한다. 직업, 훈련 등에서의 유지-변경 혹은 탈락 등과 같은 

상황에서 그릿은 성실성보다 예측 가능성이 높았고(Duckworth et al., 

2007: 2009), 이러한 점은 앞의 그릿과 성실성의 유사성을 이야기한 

연구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 두 특성의 차이는 목표와의 연관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당장의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되어 우선 열심히 하며 이

뤄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성실성이 장기적이고 일

10) 성격 5요인은 BIG5 성격 특성(Big Five Personality Traits)이라 불리기도 한다. 사
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성격의 특성이 5개 요인으로 구성되며, 이들 5개 요
인은 개인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포괄하여 설명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
다. 성격 특성의 분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외향성(Extraversion), 친화성(Agreeableness), 신경증(N
euroticism)으로 구성된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손희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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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된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그릿은 장기적

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우선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목

표들을 정하여 이를 향해 꾸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경향성을 의미한

다. 따라서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그릿과 성실성을 완전히 다른 

특성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 특성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에 

따라 개념의 차이를 낳고 특정한 결과를 예측하는데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그릿이 높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

들을 나타내보면, 그릿이 높을수록 목표에 오랜 기간 일관된 관심을 가

지고 추구하며 실패를 기회로 삼고 이를 위해 노력을 지속한다. 그릿이 

낮은 사람들은 흥미가 자주 바뀌게 되고,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어려워 이루기 쉬운 목표로 대체하거나 포기한다. 또한 그릿은 단순히 

수행을 잘 하는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각적인 보상이나 성공에 의

존하는 수행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하는 그릿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관

련성이 적기 때문이다. 그릿이 낮은 경우에는 기존의 장기적인 목표 대

신에 빠른 성공이 가능한 목표로 대체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그릿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점은 우선 그릿이 모든 상황에

서 적응해야 하고 단순히 항상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때때로 다른 시도를 해 보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분명 존재한다. 실제로 그릿을 강조한 더크워스도 아

이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 심리학을 연구하는 장기적인 목적을 설

정하기 전에 수많은 직업을 그만 두었고, 다양한 일을 거쳤다. 진정으

로 그릿을 갖추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과가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 이른바 벽

에 머리를 부딪치는 무모한 끈질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나

에게 의미가 있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표 및 목적을 찾

고 세우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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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그릿이 성취를 위한 주요한 개인적 요소라고 해서 상황적인 요

인이나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개개인

이 성취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을 제공하

고 불평등을 조장하지 않는 사회적 체계를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스토

카스(A. Stokas, 2015)는 “성공을 위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지 않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성취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였다. 그릿의 중요성을 강조한 더크워스 역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릿과 다른 인성들을 잘 신장시키기 위해서

라도 사회적 환경의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적 환경의 개선과 함

께 개개인의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삶,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그릿을 신장시키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서로 얽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2) 그릿의 구성 요소

  그릿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릿은 단일개념이 아닌 여러 구성 

요소가 결합된 복합개념이다. 여기에는 목표를 발견하고 세우는 능력, 

어려운 상황에서 인내하는 능력, 목표를 위해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 

일관된 관심을 유지하는 능력 등이 포함된다. 학자들마다 이를 구성하

는 요소에 대한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 탈러와 코발(2015)은 그릿의 네 

가지 요소를 근성(Guts), 회복탄력성(Resilience), 진취성(Initiative), 끈

기(Tenacity)로 보고 앞 글자를 따 GRIT으로 나타내었다. 이들에 따르

면 근성은 사람에게 계산된 위험을 취할 자신감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것을 뜻한다. 또 당장 승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의

도를 성취를 향해 분명히 하는 것에 자리하는 것을 말한다. 회복탄력성

은 그릿에 탄성을 주는 것이다. 탄성을 준다는 것은 실패를 겪은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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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시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

하는 진취성은 그릿을 활발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요소이다. 마

지막으로 끈기는 목표를 향해 집중을 유지하는 끈질긴 능력을 말한다. 

끈기는 그릿과 연관된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김주환(2013)은 단어(grit)에 개념을 부여한 것이 아닌 기존 비인지능

력의 조화를 통해 새롭게 개념 정의를 내린다. 그에 따르면 그릿

(GRIT)은 ‘자신이 세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라고 말하며, 

이를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스스로 노력하면 더 잘할 수 있으리라

는 능력성장의 믿음(Growth Mindset),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재미있

고 좋아서 하는 내재동기(Intrinsic Motivation), 목표를 향해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끈기(Tenacity)이고 이 구성 요소들을 GRIT

라고 표현하였다.

  이후 GRIT을 크게 3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스스로 세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힘으로 자기조절력, 스스로에게 동기와 열정을 부여하

는 힘으로 자기동기력, 호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설득력과 리더십을 발

휘하는 힘으로 대인관계력을 GRIT의 요인으로 보고 이 요인들 속에 

구체적 능력들을 나타내었다.

  이 밖에 그릿을 1) 지속해 나가기, 2) 두려움 없는 정신 기르기, 3) 

낙관적인 면을 바라보며 긍정에 집중하기, 4) 끝까지 오르기, 5) 비판

으로부터 견디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회복탄력성 갖기, 6) 거절과 패

배를 의식하지 않기, 7) 다시 일어서고 조직하고 새롭게 시작하기, 8) 

관두려 할 때 전환할 수 있는 준비하기 등의 다양한 인성, 역량, 기술

들의 결합으로 보는 관점도 존재한다(Welch, 2016). 

  그릿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집중하여 구성 요소를 나타낸 굿윈과 밀

러(B. Goodwin & K. Miller, 2003)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는지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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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향성(Goal-directedness)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강한 의지를 

갖는 동기(Motivation), 과제에 집중하고 방해를 물리칠 수 있는 자기 

통제(Self-control), 그리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실패를 보고 도전을 

즐기는 긍정적인 마인드셋(Positive mindset)이 그릿의 구성 요소라고 

말하였다.

  그릿의 개념에 가장 영향을 끼친 학자인 더크워스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그릿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며 열정과 인내 두 요소로 나누었

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심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 측면

에서 열정을, 노력의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 측면에서 인내를 

다루었다. <표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종종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다른 목표를 추구하기도 한다.’(역점수), ‘나는 내가 시작한 무

엇이든지 끝을 낸다.’ 등의 질문이 포함된다. 초기의 그릿 측정 도구

(Grit-O)는 각 요소에서 6개의 질문씩 총 12개의 질문, 5점 척도로 이

루어져 있었다(Duckworth et al., 2007). 이후 신뢰도와 타당도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제외한 짧은 그릿 측정 도구(Grit-S)를 

개발하였고, 이 짧은 그릿 측정 도구가 기존의 도구(Grit-O)보다 각 

상황에서의 성취에 대한 예측 타당성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인내

와 열정 각각의 요소가 예측을 더 잘하는 부분이 있음을 밝혔는데, 인

내는 성적, 교외 활동, 청소년들의 TV 시청 시간 등과 연관이 있었다. 

한편 열정은 직업 변화, 대회 결승 진출자를 더 잘 예측하였다

(Duckworth & Quinn, 2009). 성적에 대한 인내가 열정보다 예측 가

능성이 더 높은 것은 이후 학업 성취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서도 지속

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최근의 그릿 측정 도구는 수정을 거쳐 10가지 질문을 포함한다.   

전체 영역에 답한 후 10으로 나누면 자신의 그릿 점수가 되고, 질문 

가운데 홀수에 해당하는 질문은 열정을, 짝수에 해당하는 질문은 인내

를 측정하는 질문이며, 각 해당 영역의 점수를 더한 후 5로 나누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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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요소별 점수가 된다. 질문에 응답할 때 주의 사항은 각 질문 항목

들에 너무 깊게 생각하여 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단의 

기준을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에 두어야 하고 주변의 동료, 친구, 

가족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집단의 성격

에 따라 자신을 상대적으로 높게 혹은 낮게 측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

문이다(Duckworth, 2016: 54-56). 

<표 Ⅱ-5> 그릿 측정 도구의 내용과 변화

질문 내용 Grit-O Grit-S

[관심의 일관성](역점수)

1. 나는 목표를 세우지만, 이를 두고 종종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2. 새로운 생각들과 과제들이 때때로 원래의 것을 소홀하게 한다.

3. 나는 몇 달에 한 번씩 새로운 목표에 관심을 갖게 된다.

4. 나의 관심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변한다.

5. 나는 짧은 시간동안 어떤 생각이나 과제에 빠져들지만 곧 관

심을 잃는다.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

는 것이 어렵다.

ü

ü

ü

ü

ü

ü

ü

ü

-

-

ü

ü

[노력의 지속성]

7. 나는 여러 해가 걸리는 목표를 성취해 왔다.

8. 나는 중요한 도전을 이루기 위해 실패를 극복해 왔다.

9.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을 낸다.

10. 나는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는다.

11.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12. 나는 부지런하다.

ü

ü

ü

ü

ü

ü

-

-

ü

ü

ü

ü

출처: Duckworth et al., 2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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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6> 2016 그릿 측정 도구11)

질문 내용 5점 척도

1. 새로운 생각들과 과제들이 때때로 원래의 것을 소홀하게 한다. 5 4 3 2 1

2. 나는 실패해도 낙담하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3. 나는 목표를 세우지만, 이를 두고 종종 다른 목표를 추구한다. 5 4 3 2 1

4.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1 2 3 4 5

5. 나는 몇 개월 이상 걸리는 과제를 유지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5 4 3 2 1

6. 나는 내가 시작한 무엇이든지 끝을 낸다. 1 2 3 4 5

7. 나의 관심들은 해가 거듭될수록 변한다. 5 4 3 2 1

8.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1 2 3 4 5

9. 나는 짧은 시간동안 어떤 생각이나 과제에 빠져들지만 곧 관심을 잃는다. 5 4 3 2 1

10. 나는 중요한 도전을 이루기 위해 실패를 극복해 왔다. 1 2 3 4 5

출처: Duckworth, 2016: 55

  그릿 구성 요소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와 그릿 측정 도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정의한 그릿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그릿의 구성 요소는 그릿의 개념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그릿의 개념은 장기적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회복탄력성을 갖고 열정과 인내를 유지하는 능력이

다. 따라서 그릿의 구성 요소는 위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릿의 구성 요소는 그릿의 복합개념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위(개념)들이 되며, 이 단위들이 모여 그릿의 개념을 이루게 되는 것

이다.

  그리고 그릿을 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일정한 기준에 맞게 

분류하여야 한다. 이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요소들은 제외한 후 크게 

11) 자신의 그릿 점수는 미국 성인의 그릿 점수 수준의 비율을 통해 대략의 정도를 알 
수 있다.

비율(%) 10 20 30 40 50 60 70 80 90 95 99
그릿점수 2.5 3.0 3.3 3.5 3.8 3.9 4.1 4.3 4.5 4.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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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와 관련된 측면과 의지와 관련된 측면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으로 그릿의 구성 요소는 그릿을 키우는 신장 요인과 구분되어야 한다. 

즉, 그릿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와 이 요소들을 키울 수 있는 요인들

과 방법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릿을 신장시키는 요인 자체

를 그릿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마인드셋 

가운데 하나인 성장 마인드셋은 그릿을 신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성장 마인드셋 자체를 그릿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의 구성 요소를 교육적 적용을 위해 성격적인 측

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목표, 회복탄력성, 열정, 인내로 

선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목표와 회복탄력성은 

그릿의 성격 측면에 해당하고 이는 동기와 연관이 깊다. 그리고 열정과 

인내는 그릿의 내용 측면에 해당하며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하

는 것과 연관이 깊다. 또한 그릿의 각 구성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어 하나의 요소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다.

[그림 Ⅱ-1] 그릿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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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가능성

  이번 장에서는 그릿을 인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을 살펴본다. 우선 그릿을 인성교육에서 다뤄야 할 이유를 그릿이 가지

고 있는 효과에 비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학교에서 비인지적 능력의 중

요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근거가 된다. 그릿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인성교육에서 그릿을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과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다음으로 그릿과 인성교육의 관련성을 그릿의 성격 측면과 내용 측

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성격 요소인 목표와 회복탄력성이 인성

교육의 목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 요소인 인내

와 열정은 인성교육에서 다루는 주제 및 내용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

는지 등을 살펴본다.

  그릿이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열정과 인내를 다하여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는 학생들의 학교생활, 일상생활, 진로, 직

업 등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그릿을 갖도록 혹은 더욱 높은 수준의 그릿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된다. 예를 들

어 더크워스와 그로스(Duckworth & Gross, 2014)는 마인드셋, 낙관주

의, 귀인 양식, 통제소재, 내재적 동기, 흥미 등과 같은 선행 요인과 그

릿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이번 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그릿을 구성하

는 요소로 나누어 즉, 열정, 인내, 목표, 회복탄력성으로 나누어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탐색은 그릿을 신

장시키는 요인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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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성교육에서 그릿 활용의 필요성

    1) 다양한 성취에서의 효과

  그릿은 다양한 성취에서 효과를 나타내는데 우선 그릿은 생애 학업 

성취와 연관이 있다. 학업 성적에 있어 그릿이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나은 성취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학업 

성취에서 그릿 수준이 높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Bowman, Hill, Denson, & Bronkema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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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Holbein et al., 2016; Strayhorn, 2013, Wolters & Hussain, 

2014). 이때 학업 성취의 대부분은 대학 평균 성적을 의미한다.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백인 인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학에서 그릿 수준이 

높은 흑인 남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성취가 유의미하게 높았

고, 아이비리그 대학생들과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그릿이 

높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높은 성적을 보였다. 그릿이 

높은 의과대학생들은 낮은 학생들보다 해부학에서 더 나은 수행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대학 성적과 관련해서 그릿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구체적으

로 그릿의 두 요소 중 인내(노력의 지속성)가 열정(관심의 일관성)보다 

더 관련성이 높다는 것을 보이기도 하였다(Bowman et al., 2015). 인

내가 열정보다 학업과 관련된 활동에 더 연관되었다는 것은 자기조절

학습(self-regulated learning)과의 관련성에서도 나타나는데, 열정이 자

기 조절 전략 중 시간과 학습 환경 운영과의 연관성만 있는 반면, 인내

는 자기효능감, 학생들의 과제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자기 조절 전략

의 네 가지 유형(인지 영역, 초인지 영역, 동기적 영역, 시간과 학습 환

경 운영)에 모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olters & Hus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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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반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구에서는 그릿과 대학의 

학업 성취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Hogan, 

2013; Zimmerman & Brogan, 2015). 이를 통해 그릿과 학업 성취의 

연관성은 평가의 성격, 집단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시 말해 평가가 일회성 시험을 통한 평가인지, 혹은 과정 전체

를 통해 이뤄지는 평가인지에 따라 성적에 대한 그릿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집단의 성격이 법학전문대학원처럼 대체로 

그릿 수준이 높은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집단인 경우에는 그릿과 학업 

성취의 연관성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인다(Zimmerman & 

Brogan, 2015). 이 경우에 시험의 성격과 집단의 성격 중 어느 것이 

더 그릿의 영향력과 관련이 없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 성취에서도 그릿은 유의한 영향을 끼

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릿의 수준과 학업 성취(학업 성취도 검

사)와의 관련성이 유의미함을 밝혔다(이정림, 2015). 또한 1년에 걸친 

시험 성적(중간고사, 기말고사, 모의고사 4회)과 그릿 수준의 연관성도 

유의미하다고 밝혔다(이수란, 2015). 

  홀베인(J. Holbein) 외(2016)는 그릿을 측정하는 데 있어 기존의 연

구들이 적은 숫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집단 설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측정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약 160,000명의 다양한 배경을 가

진 초,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71.8%의 응답률을 바탕으로 그

릿의 학업 성취, 정치적 참여를 비롯한 시민적 태도, 학교 적응 등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릿은 학업 성취에 높은 연관성을 보였

다고 밝히고 있다. 이 외에도 그릿과 시민적 태도와 행동의 관계에서도 

그릿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 활동에 더 참여하였고, 출석률도 좋았다. 

출석률은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이 점 역시 간접적으로 학

습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참여에 대하여 그릿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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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학생들은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고, 공동체에 지원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그들 자신을 앞으로 참

여하는 데 있어 생길 수 있는 방해들을 이겨낼 수 있다고 바라보았다

(Holbein et al., 2016).

  그릿은 간접적인 영향을 통해서도 학업 성취에 기여한다. 그릿이 영

향을 주는 요인에는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 학습효능감, 자기조

절능력, 과제집착력, 초인지 등이 있다. 그릿은 이러한 요인들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쳐 학업 성취에 기여한다(문공주, 함은혜, 2016;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 주영주, 김동심, 2016; Arslan, Akin & 

Citemel, 2013).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기조절학습효능감은 의미하는 

바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자기효능감의 개념에서 적용되어 온 것이

다. 자기효능감은 반두라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말한 것으로 행동 혹

은 행동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며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기

효능감은 성취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기대를 효능기대와 결과기대의 

두 형태로 구별하였다. 효능기대란 어떤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판단이고, 결과기대란 이러한 행동이 산출할 

것 같은 영향에 대한 판단이다. 이때 자기효능감에서 효능기대감이 결

과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기효능감의 확장에 더 

기여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그 결

과를 얻기 위해 어떤 일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이라 보았는데(황임숙, 2008), 그릿은 이러한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하는 힘과 연관되어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목표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고, 계획하며, 방해요인을 극복하는 통합적인 전략을 말하는 것

이고, 과제집착력은 어떤 과제나 특수한 수행분야에서 끈기 있게 수행

하가는 에너지를 이야기한다. 그릿이 직접 교과의 학업 성취에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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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

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문공주, 함은혜, 

2016).

  철자 맞추기 대회(National spelling bee)에서도 그릿이 더 높은 아이

들이 낮은 아이들보다 더 높은 단계로 많이 진출함을 예측하였다. 이러

한 결과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으로 그릿이 높은 아이들이 더 오랜 시

간 공부를 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릿이 높은 아이들은 그렇

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오래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결과 더 나은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et al., 2011). 

  요컨대 그릿은 학업 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간접적

으로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쳐 결국 학업 성취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그릿은 진로 및 직업과도 관련성이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그릿은 자신의 진로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는지(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목표에 부합

하는 진로 선택에서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수

란, 2015). 또한 그릿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

니라 앞서 언급한 자기효능감의 일종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쳐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노영석, 2016). 

이처럼 그릿은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설정한 진로를 위해 노력하

는 것과 연관이 깊다.

  실질적으로 그릿은 사람들이 직업에 임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

친다. 우선 그릿은 직업관(work ethic)과 관련성이 있다. 다양한 차원

에서 7가지의 하위 요소로 구성된 직업관은 자기 의존성, 도덕성, 여

가, 근면, 업무 중심성, 시간 허비, 만족의 지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릿과 직업관은 이론적, 경험적으로 공통의 변인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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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밝혀냈다(Meriac, Slifka, & Labat, 2015).

  그릿은 직무열의(work engagement)와도 연관성이 있다. 직무열의는 

얼마나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들을 갖는지에 대하여 응답하고, 활

력, 전념, 몰두의 세 영역에서 측정하여 나타내는 본인의 직업과 관련

한 하나의 측정 도구이다. 이러한 직무열의는 그릿이 높은 사람이 그렇

지 않은 사람보다 나이, 성별, 수업, 교육 수준 등과 관계없이 그들의 

직무에 더 열의를 보였다(Suzuki, Tamesue, Asahi, Ishikawa, 2015). 

예를 들면 학생들의 학업 성취 달성 정도에 따른 신입 교사의 효율성

과 그릿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그릿이 높은 신입 교사들은 그렇지 

않은 교사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성취를 도왔다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따라서 그릿을 신장시키는 것은 직업에의 긍정적인 몰두와 전념을 

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 변호사들의 

전문성 발달에 있어 그릿의 역할을 강조한 연구는 미국변호사협회에서 

그릿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고, 

이 프로그램이 여성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고 하

였다(Zimmerman & Brogan, 2015: 125).

  반면에 그릿은 단기적인 성과나 인센티브에 의한 성취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유의한 예측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De Vera et al., 2015). 앞

서 학업과 관련해서도 일회성 퀴즈나 시험에서 그 점수를 예측하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성취의 종류, 

상황의 특성에 따라 그릿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가 구별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그릿은 유지-탈락 상황에서의 예측력을 가지고 있다. 힘

든 훈련으로 유명한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West Point)

에서 끝까지 완수하는 후보생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 그릿은 다른 요인

(수학능력시험, 성적 순위, 리더십 능력, 신체적 요건)이 예측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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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와 탈락을 유의하게 예상하였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Maddi et al., 2012). 그러나 이때에도 

그릿이 과정 중에 치러지는 시험 등에서의 점수를 예측하지는 못하였

다. 또한 공립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중도 탈락, 특수부대 보직을 위한 

체력․정신력 프로그램 완수, 판매직 관련 직장과 결혼 생활의 유지 등

을 예측하는데 있어 그릿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

고(Eskreis-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앞서 언급

한 신입 교사의 교직을 계속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그릿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교직을 계속 유지하는 교사들의 그릿 수준이 학기 

중간에 그만 둔 교사들보다 높았던 것이다. 이때 다른 변수들 즉 인구

통계적 다양성, 학교 성적, 배치된 학교, 리더십 등급 등은 이를 예측하

지 못했다(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어떤 상황에서 유지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탈락하는 것은 적응과 

관련이 있다. 그릿은 다양한 측면에서 상황을 유지하는데 기여를 하지

만 특히 이러한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보인다.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도 연관이 있음을 보였고 하고(최미경, 2016), 한국 내 해외 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릿의 수준과 중도탈락이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고 밝혔고, 정서적응과 사회적응, 대학생활 적응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lick & Lee, 2014).

 

    2) 정서와의 관련성

  그릿은 성취와의 관련성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요인과도 연관이 많다. 

이러한 점은 특히 인성교육을 통해 그릿을 신장시켜야 하는 주요한 근

거가 되기도 한다. 인성교육의 목적 중 하나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

보고 타인 및 사회와 잘 어울리며 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행복감, 삶의 만족도 및 웰빙에 관한 연구에서 그릿은 행복, 삶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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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 웰빙 등의 긍정적인 정서들과 정적으로 연관성이 있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과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그릿이 행복과 삶의 만족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행복을 지속하는 것이 자신의 목표

를 위해 열심히 실행하는 것, 친밀한 사회적 관계, 신체적 건강, 몰입해

서 하는 활동들에 의해 이뤄지고, 그릿은 위와 같은 활동에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Singh & Jha, 2008). 이러한 점은 성공적인 

노화라는 인식에 있어 그릿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살펴본 연구에

서도 나타난다. 성공적인 노화는 삶의 반성과 인생을 통해 얻은 만족감

을 나타내고 삶의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이상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

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서적인 것과 연관이 깊다. 이와 관련해서는 건강

과 경제적 여건이 물론 중요한 요인들이지만, 그릿, 그 중 두 요인 가

운데에서도 인내는 건강과 경제적 여건보다도 성공적인 노화와 더 연

관이 많았다(Kim & Lee, 2015). 또한 환자들의 수술 후 심리적인 웰

빙에 있어서도 그릿이 높은 환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는 낮았고, 심리적인 웰빙 상태는 더 나아졌다(Salles, 

Cohen, & Mueller, 2014). 마찬가지로 심리적 웰빙과 삶의 만족도, 삶

에 있어서의 조화 등과 그릿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그릿은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이때 간접적으로는 일관성과 진실성이 두 관

계를 중재하였다(Vainio & Daukantaite, 2015).

  직업, 학교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활동하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도에

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 그릿 역시 유의한 관련

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 우선 그릿은 직업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직업

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요인을 다양한 전략을 통해 다룰 수 있고, 실

패나 좌절을 겪게 될 때 이에 더 잘 적응하고 대처하여 스트레스를 초

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Meriac, et al., 2015).

  학교와 관련하여 대학생활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그릿이 높은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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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대학에 다니는 만족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기여하는 소속감이 

높았다. 여기에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도 학생의 그릿 수준은 관련

이 있었다(Bowman et al., 2005). 또한 영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릿

과 영재교육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그릿은 영재교육만족도를 유

의하게 예측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인내가 열정보다 이를 더 잘 예측하

였다(주영주, 김동심, 2016). 앞서 논의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과 더불어 정서적인 측면, 예를 들어 대학에 대한 만족도

와 소속감, 공동체 의식 역시 교육에서의 성취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

다. 그릿은 인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성취를 이룰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릿은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부정적

인 사건들은 자살성 사고(suicidal ideation)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

다. 이때 부정적인 생각을 주로 하거나 가변적이지 않은 정보 처리 과

정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외로움을 잘 겪을수록 이러한 사건이 자

살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Hankin, Abramson, 2002). 그러나 

이와 달리 이러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자살성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완

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요인도 있다. 높은 그릿 수준은 부

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자살성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약화시킨

다(Blalock, Young, & Kleiman, 2015). 이슬비 외(2016)의 연구에서도 

그릿이 부정적 피드백에 대한 정서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릿이 높을수록 회상 시점의 부정정서가 줄어들었으며, 긍정정서가 늘어

났다. 또한 이러한 정서 반응의 차이는 이후 수행에 대한 차이로 이어

지게 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의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는 그릿의 수준이 의과 대학생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어떻게 응

답하고 수행하는지를 설명해준다. 특히, 그들이 느낀 불안함과 취약성

에 대하여 그릿이 낮은 학생들에 비해 높은 학생들은 좀 더 효율적으

로 대처하는 매커니즘을 보여주었다(Fillmore,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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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연구들은 부정적 사건에 의해 부정적 감정이 생겼을 때라도 그릿 

수준에 따라 이에 반응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상황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자살성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

에 있어 삶의 의미의 요소를 감사(gratitude)와 그릿이라는 심리적 강점

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릿이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하고 회복력을 강

화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우선 그릿이 실패, 상실, 

역경들을 좀 더 잘 견뎌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

패, 상실 등을 겪는 상황에서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살의 큰 

요인이 된다(Brown, Beck, Steer, & Grisham, 2000). 또한 자살은 현

재의 나와 이상적인 내 모습 사이의 간격으로 인하여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것을 탈피하기 위해 이뤄지는데,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의미 있

는 목표를 설정하여 위에서 말한 간격을 줄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감사

와 그릿은 삶의 의미를 강화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 자살 생각, 혹은 

자살 계획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자살성 사고를 줄여 가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Kleiman et al., 2013), 절망적인 감정을 실

제 자살성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 있어서도 그릿이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Pennings, Law, Green, & Anestis, 2015).

  위와 같은 연구들은 그릿이 자살성 사고를 예방하고 회복 프로그램

과 예방에도 작용하는 잠재적인 예상 요인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

여주며, 우리나라 자살예방교육의 방향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단순

히 생명이 소중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 노력하는 것

을 강조하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절망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을 예방

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감정이 들더라도 이를 구체적 행위로 이

어지지 않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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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그릿이 학업 성취를 포함한 성취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와 

학교, 공동체의 참여, 나아가 정치적 참여 등의 시민적 행동의 발달, 직

업에서의 기여, 행복, 만족도, 자살성 사고의 예방과 같은 정서적인 부

분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광범위하게 살펴보았다. 그릿이 특정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어

린 시절, 청소년 시절부터 교육적인 환경과 방법들에 의해 익히고 배워

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보여 준다. 이때 말하는 교육적인 환경과 방

법들은 인성교육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성교육과 그릿의 

연관성을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생긴다. 다음 절에서는 그릿과 인

성교육의 연관성을 성격, 내용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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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릿과 인성교육의 연관성

    1) 그릿의 성격과 인성교육 목표

  그릿의 특성 중 하나는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다. 성취하고자 하는 목

표 없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거나 꾸준히 하는 것은 그릿이라고 할 

수 없다. 목표가 중요한 이유는 목표가 개인의 동기수준을 가늠하는 중

요한 지표가 되며(Locke & Latham, 2002), 수행자들의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행동을 시작하고 유지하게 하는 힘으로 작

용하기(Austin & Vancouver, 1996) 때문이다. 어떠한 목표를 세웠느냐

에 따라 함께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에 따라 달라지고, 노력의 방향, 성

격 등에도 차이가 생기며 그 결과에 있어서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듀

이(J. Dewey)는 도달할 목표를 떠나서는 노력이 결코 일시적 스트레스

나 그 연속 상태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Dewey, 조용기 역, 

2010).

  그릿의 구성 요소로서 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고려해야 할 첫 번째 특성은 목표의 수준이다. 이때 목표의 수준

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정도를 말한다. 그릿과 

관련된 목표의 수준은 오랜 기간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달성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히 오늘 혹은 내일 내에 하기 원하는 일이라던가 

심지어 이번 달, 1~2 개월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지 하나의 상황에서 이룰 수 있게 되는 목표를 의미하는 것

도 아니다. 대신에 오랜 기간의 시간과 노력이라는 것은 수개월에 걸치

거나 몇 해에 걸친 것을 의미하며 더 근본적으로는 한 사람의 일생에 

의미가 있기 위한 노력과 시간을 뜻한다. 그 목표는 다른 것을 위한 목

표가 아닌 목표 그 자체, 즉 목적이 된다. 목적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

히 논의한 데이먼(W. Damon)에 의하면 목적은 “자신에게 의미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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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자신을 넘어선 세상을 위해 중대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일반화된 의도이다.” 여기에 포함된 특성은 첫째, 일상생활

에서 그때그때 이루고자 하는 단기간의 목표에서 더 나아가 보다 장기

적인 시각에서 추구되고, 보다 안정적인 것이라는 것과 둘째, 한 사람

이 개인적으로 의미를 찾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하지만 개인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반드시 개인적인 의미와 그 뜻을 

같이하지는 않는다(Damon, 정창우․한혜민 역, 2012: 62)는 것으로  그

릿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뜻하는 바를 설명해 준다.

  또 다른 학자 에몬스(J. Emmons)는 틸리히(P. Tillich)의 영향을 받

아 이를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이라고 표현하였다. 틸리히는 종

교의 본질은 궁극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상태라고 말하면서 이는 영원

함에 대한 열정을 갖는 것이라고 표현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은 에몬스

는 개인이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한 목적의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자 

것에 주목하였다(Emmons, 2000).

  목적에 관한 연구들은 삶 속에서 중요한 선택들을 내리는 과정에서 

목적을 추구하는 성향을 키우게 되고, 이 성향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

을 얻고 도움을 받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에 데이먼은 삶의 목적이 평온한 시기에는 행복을, 고난의 시기에는 

견디어낼 수 있는 회복력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삶의 목적을 가진 사

람의 특징은 에너지, 끈기, 낙천성, 회복탄력성 등이 강하고, 극적인 삶

의 굴곡을 견디면서 이겨낸다는 점에 있다(Damon, 정창우․한혜민 역, 

2012). 

  이러한 목표의 수준은 보통 하위 단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목

표는 위계적인 것이고, 장기적이고 높은 수준의 목표 아래에는 여러 단

기간의 목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의 단기 목표들은 하나의 

장기 목표를 위한 과정들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더크워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인생의 나침반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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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모든 목표들의 방향을 설정하며, 목표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라고 말한다(Duckworth, 2016: 63). 수준에 따른 목표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위계의 가장 아래의 목표들은 구체적이고 명확하

다. 이 수준의 목표들은 다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

보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목표들은 좀 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며 중

요하다.

  종합하자면, 그릿은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된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준의 목표가 필요한 이유

는 다른 목표들을 안내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반대로 존재하지 않을 경

우에 단기 목표들과 동기들은 방향을 잃고 곧 방향 없는 목표로 전락

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릿에서의 목표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두 번째 특성은 목표의 이유

이다. 드웩과 레깃은 암묵적 이론에 기반을 두어 인식-정서-행동 방식

의 두 가지 주요 패턴으로 적응성이 없는 무기력한 반응(helpless 

response)과 좀 더 적응성이 있는 숙달지향적 반응(mastery-oriented 

response)을 가진다고 하였다(Dweck & Leggett, 1988). 성취목표이론

(achievement goal theory)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은 어떠한 암묵적 이

론을 가지고 있는지와 수행에 대하여 기대되는 효능감에 따라 달라진

다. 이러한 차이는 목표의 이유 혹은 성향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이 가

질 수 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목표 중 수행목표(performance 

goals)혹은 숙달목표(mastery goals)를 선택하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성취목표의 두 가지 형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수행목표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얼마나 똑똑한지를 나타내고

자 하는 목표를 말하고, 숙달목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고 도

전을 통해서 완전히 익히려고 하는 목표를 말한다. 수행목표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강하여 실패 상황을 피

하려 하고 실패 상황에서 눈에 띄게 자신감이 없어진다. 숙달목표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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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개인은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 실패할 지라도 그것을 통

해 새로운 원리, 방법을 터득하려고 노력한다(Dweck, 2000: 15-19).

  위 과정을 종합하여 나타내자면, 고정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

행에 대한 기대 효능감이 높을 때 수행획득목표를 선택하고 그에 따라 

숙달지향적 행동을 보인다. 그러나 고정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수

행에 대한 기대 효능감이 낮으면 수행회피목표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무기력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증가 이론을 가진 사

람은 수행에 대한 기대 효능이 높은지 낮은지와 관련 없이 숙달목표를 

선택하고 이에 따라 숙달지향적 행동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목표에 대해 고려해야 할 세 번째 특성은 목표의 내용이

다. 목표의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학생이 추구하는 목표의 내용이 결과

적 측면에서 질적 차이를 수반하고, 어떠한 내용의 목표를 추구하는가

는 동기수준과 성장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Ryan, 

Sheldom, Kasser, & Deci, 1996). 

  목표내용은 그 성격에 따라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내재적 목표는 내적으로 지향된 열망으로 성장하고자 하

는 인간의 순수한 욕구를 반영하는 반면, 외재적 목표는 외적으로 지향

된 욕구로, 외재적 목표를 지향하는 개인은 자기가치나 성공을 판단하

는 데 있어 타인의 승인과 같은 외적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Deci & Ryan, 2000). 

  목표를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로 각각 구분하는 기준은 심리적 

안녕감이 주요한 역할을 한다(Kasser & Ryan, 1996). 또한 심리적 안

녕감은 기본심리욕구의 만족과 박탈과 연관이 깊다. 자기결정성이론에

서 제시하는 기본심리욕구는 자율성에 대한 욕구(needs for 

autonomy), 능숙함에 대한 욕구(needs for competence), 관계성에 대

한 욕구(needs for relatedness)를 필수적인 것으로 본다(Ryan & Deci,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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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재적 목표에는 대표적으로 자기성장목표(self-growth goal), 관계

목표(affiliation goal), 사회공헌목표(community contribution)가 있고, 

외재적 목표에는 대표적으로 부목표(wealth goal), 명예목표(fame goal)

가 있다(Kasser & Ryan, 1996: 박수원, 신종호, 2016: 28에서 재인

용).

  내재적 목표는 청소년의 학업 및 정서적 안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학

생에 비해 자기효능감, 학업수준 및 정신건강이 높고 더욱 적응적인 행

동을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박수원, 신종호, 2016: 28). 그리고 목표의 

내용은 앞서 살펴본 목표의 이유에도 영향을 미쳐 내재적 목표는 숙달

목표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고, 대표적인 외재적 목표인 

인기지향적 목표와 부지향적 목표는 수행목표와 더 높은 상관이 있다

고 하였다(Lepper et al., 2000; Lee et al., 2010: 김성수, 2014: 30에

서 재인용).

  그릿의 구성 요소로서 목표가 인성교육과의 관련성을 갖기 위한 특

성을 종합해보면 목표는 장기간의 노력과 시간을 들여 이룰 수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때 목표는 여러 단계의 단기 혹은 중기 목표들

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목표들은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 실패할 지라

도 그것을 통해 새로운 원리, 방법을 터득하려고 노력하는 숙달목표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내적으로 지향된 열망으

로 성장하고자 하는 내재적 목표일 때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가능성이 

더 높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그릿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다른 하나는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접근 방식에 따라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갖는다. 레이비

쉬와 샤트(Reivisch & Shatte, 2002)는 역경을 극복하여 적용하는 능력

으로 회복탄력성을 정의한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정신적

인 면역력이라고도 한다(Luthar, Cicchetti, Becker, 2000). 홍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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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은 늘어나거나 압축된 상태에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으로 스트

레스를 일으키는 환경에 대하여 유연하게 대처하는 정신적 저항력이라

고 말한다. 

  이렇듯 회복탄력성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한 마디로 개념 정의 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은 곤경, 고난, 역경 등에 직면하여, 인내하고 적

응적으로 대처하고 회복하여 합당한 수준의 웰빙 상태로 복귀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Noble & Mcgrath, 2014: 추병완, 2014: 86에서 재인

용).  

  회복탄력성이 부족한 사람은 우리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도 

있는 ‘세계에 대한 부정확한 신념’과 ‘부적절한 문제 해결 전략’에 집착

할 수 있는 반면, 회복탄력성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표 Ⅲ-1> 회복탄력성을 지닌 사람의 특징
1) 지적·정서적·창의적 발달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긍정적인 개인적 발달을 실

현할 능력을 갖는다

2) 타인과 긍정적이고 정중한 관계를 형성·유지할 능력을 갖는다

3) 자신의 정서를 확인·관리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

4) 단호함, 공감, 타협을 포함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갖는다.

5)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다. 

6) 현실적이지만 보람이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

력을 한다.

7) 자기 훈육과 자기 통제를 잘 한다.

8) 실수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고 믿는다

9) 문제를 거부하거나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정의하고 

그것을 강화한다.

10) 자신을 조롱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웃게 만드는 유머 감각을 갖고 있다.
출처: 추병완, 2014: 91 내용을 표로 구성

  그릿의 성격적인 측면에 회복탄력성이 포함된 이유는 회복탄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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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위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귀인방식 및 

반응 등의 패턴에 사용되는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해 회복탄

력성은 환경에 개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실패나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

석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특히 학생들은 일상생활에서의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복할 수 있는 기능과 태도를 필요로 하며, 이뿐만 아니라 삶에서의 

성공과 만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스트레

스와 역경을 극복하고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가며, 힘든 시기로부터 벗

어날 수 있게 해 준다(추병완, 2014: 90). 

  그릿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학자들 모두가 회복탄력성을 그릿의 주

요 특성 중 하나로 언급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

복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학생들로 하여금 우울증을 유발하는 일상적인 스트

레스와 개인적 문제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특별

한 교육과정으로 펜실베니아 회복탄력성 프로그램(Penn Resiliency 

Program)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주의 바운스백 프로그램(Bounce Back 

Program)에서는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대응 기능으로 나누어 학생들에

게 회복탄력성을 가르치고 있다. 

  이처럼 회복탄성은 목표를 향해 인내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겪게 되

는 역경, 실패를 전환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릿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높고 낮음은 그릿의 높고 낮음에 정적으로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한양숙(2015)은 회복탄

력성이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는(β=.25, p<.01) 연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회복탄력성과 그릿의 차이는 앞서 그릿의 성격적인 측면을 목표와 

회복탄력성 두 요소로 나눈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릿은 분명 회복

탄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일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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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목표를 위하여 때로는 

다른 것을 포기하며 지속적으로 깊은 헌신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바로 이 점에서 회복탄력성과의 차이가 생긴다.

  이상 논의한 그릿의 성격 측면인 목표와 회복탄력성은 인성교육 의 

목표와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성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길러

주어야 할 인성 요소(성품과 역량)를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는 것으로 각 

인성 요소별로 인간다운 성품에 해당하는 핵심 덕목을 함양하고, 좋은 

인간성 및 훌륭한 시민성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보편적으로 요구되

는 핵심 인성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다(정창우, 2015: 75). 그릿을 기른

다는 것은 인성 요소, 그 중에서도 핵심 인성역량을 바탕으로 어떤 사

람이 되겠다는 목표와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행동에 대한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패, 역경에 대하여 대처하는 자세, 방법도 다뤄야 함을 알려 주

는 것이다. 단순히 지식적인 측면에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통합적인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목표에서 중학교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

습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

양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고, 고등학교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교육부, 2016: 4). 이 경우 ‘일상생활과 학습

에 필요한 기본 능력’중 하나가 그릿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능력을 

키우는 요인에도 그릿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릿은 인성교육의 고등

학교 목표에서 보이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

력’ 등의 진로관련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릿이 높은 학생들

의 경우 비교적 오래 자신의 목표를 고수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그 진로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성적이 아닌 다른 무엇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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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 연구에서도 그릿은 진

로준비행동뿐만 아니라 진로 선택에 있어서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영석, 2016; 이수란, 2015).

  인성교육의 목표와 그릿의 성격, 내용과의 접점을 통해 그릿을 신장

시키는 교육이 곧 인성교육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인성교육의 하나로 

그릿을 신장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어떠한 결과

라기보다 과정으로 봐야 한다. 즉,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이라는 결과

물이라기보다는 늘 인성을 바르게 가꾸고 키워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

러므로 목표를 세우고 이를 향하며 실패, 역경에도 포기하지 않고 회복

탄력성을 갖는 그릿의 성격은 인성교육이 추구하는 목표와 연관성을 

갖게 된다.

    2) 그릿의 내용과 인성교육 요소

  그릿을 이루고 있는 두 측면은 동기와 의지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동

기는 앞서 논의한 그릿의 성격적인 측면으로 목표를 찾고 선택하는 것

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일컫는다. 한편, 그릿의 의

지 부분은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목표를 위해 실제로 실행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관심의 일관성을 뜻하는 열정과 노력의 지속성

을 뜻하는 인내가 해당된다. 성취에 있어서 제 아무리 목표를 잘 세워 

동기적인 측면을 만족시켰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 나아갈 의지가 부족

하다면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열정과 인내가 가득하고 이

와 관련한 기술적인 측면을 잘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목표나 동기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완벽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지라도 별 도움이 되

지 못할 것이다.

  열정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치를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강한 성향이다(Vallerand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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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그릿의 내용으로서의 열정은 물론 위와 같은 정의의 측면도 포

함되지만 <표 Ⅱ-6> 2016 그릿 측정 도구의 홀수 문항(1, 3, 5, 7, 9

번)에 해당되는 질문(예를 들어, “새로운 생각들과 과제들이 때때로 원

래의 것들로부터 나를 방해한다.”, “나는 짧은 시간동안 어떤 생각이나 

과제에 빠져들지만 곧 관심을 잃는다.”, 역채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이 그릿에 있어 열정은 목표에 대한 헌신의 강렬함보다는 오히려 관심

을 얼마나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한다. 하나의 큰 목표나 기술 

추구와 같은 것에 얼마나 일관되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가

치를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지와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흔히 열정은 종종 강렬한 감정으로 표현되고 열병이나 집

착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그릿에서의 열정은 그 성격이 강렬함보다

는 ‘관심의 일관성’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더크워스는 이를 나침반으

로서의 열정이라고 말하였다(Duckworth, 2016: 60). 단순하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열정은 열정을 가지고 하는 활동이 어떻게 개인의 정체성을 내면화

시키는지에 따라 조화 열정(harmonious passion)과 강박 열정

(obsessive passion)으로 나눈다(Vallerand et al., 2003). 조화 열정은 

활동을 향한 개인의 지지나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동기적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활동에 대한 선택과 열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삶과의 관계에서도 조화를 이룬다. 반면, 

강박 열정은 활동에 대한 통제된 내면화 과정을 통해 발생한다. 개인이 

활동을 좋아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만, 내적 또는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활동참여와 개인이 활동에 통제돼 그 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동

기적 작용이다(김철휘, 2015: 19).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은 정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연구마다 조금

씩 차이가 있지만, 조화 열정이 긍정적 정서와 정적으로, 부정적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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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강박 열정

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 정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릿의 내용으로서 열정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할까? 우선

은 조화 열정의 측면이 강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자신 스스로 기꺼이 

참여하려는 의지를 통해 참여하는 열정이 다른 삶과의 관계에서도 조

화를 이룰 수 있으며 그만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커지게 

된다. 그러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강박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이 도움

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강박 열정은 개인의 정체성에 영향을 주고

(김철휘, 2015), 그 정체성은 관심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떤 행동에 대하여 강박 열정보다는 조화 열정이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화 열정을 갖는 것을 통해 

열정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때 어떠한 열정을 갖게 되는가, 즉 열정의 원인은 어떠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Vallerand et al., 2006). 내재

적 목표, 내적 동기와 외재적 목표, 외적 동기가 조화 열정과 강박 열

정을 갖게 하는 선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내적 동기의 성향은 조화 

열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지만 외적 동기의 성향은 내적 동기 보다 

강박 열정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외부의 영향을 더 받는 

강박 열정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지

니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조화 열정보다 더 어

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열정은 그릿이 회복탄력성과 어떠한 면에서 다른지 설명해 주는 요

인이면서 특징이 된다. 실패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하고자 

하는 면에서는 공통된 면을 가지고 있으나 일관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실패와 역경 등과는 관계가 없다. 관심을 다른 곳에 두거나 새로운 것

에 쉽게 옮기는 것은 실패가 있지 않더라도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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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은 긴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일관된 관심과 목표를 유지하는 것

을 의미한다.

  그릿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의 다른 하나인 인내는 유명한 이

솝우화인 토끼와 거북이에서 거북이처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릿에서 인내는 목적을 향해 노력을 지속하려는 경향성인 ‘노력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표 Ⅱ-6> 2016 그릿 측정 도구의 짝수 

문항(2, 4, 6, 8, 10)에 해당 된다.(예를 들어, “실패는 나를 낙담시키지 

않는다. 나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인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삶의 대부분의 과정에서 필요하고 중요

한 덕 혹은 특성으로 여겨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는 담대함과 인

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용

기를 구성하고 있는 담대함과 인내 중 순교자의 용기를 인내의 이상적

인 전형이라는 생각하며 인내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강조한다(이상일, 

2016). 긍정 심리학에서 인내는 지루함, 지겨움, 좌절, 어려움 등에 직

면하여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자발적으로 지속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이유로 때문에 인내는 자칫 목적을 위한 도구로 비춰질 우려

가 있다. 물론 인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건 어느 경우에나 필요한 경

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인내와 목적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목적이 세속적인 해결과 연관이 있

다면 인내는 단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목적이 곧 이어 살펴 볼 인성

의 함양과 관련이 있게 된다면 인내는 단순히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인성 함양 그 자체, 즉 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덕으로서의 인내는 개인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와 무엇을 위하여 어

떤 경우에 어느 정도로 인내해야 하는가에 관한 인식, 더 나아가 자신

의 삶이 지향하는 목적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그 의미의 

한 부분으로 포함한다(임병덕, 2013: 3). 키에르케고르는 인성을 함양

한다는 것은 인내를 통해 영혼을 얻는 과정이며 자신의 인격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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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내에 합치시켜 가는 과정이고, 개인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실

현해 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Kierkegaard, 1990: 임병덕 2013: 7에서 

재인용). 또한 인내는 어느 경우에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는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할 영혼의 힘인 것이다(Kierkegaard, 

1990: 임병덕 2013: 8에서 재인용). 인내는 시간적 과정으로부터 영원

한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기대와 노

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해 주는 덕이며, 그 기대와 노력의 결과로 형성되

는 인격적 특징 또한 인내라고 강조하는 것은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인내를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열정과 인내 두 요소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상관관계가 높지만(γ

=.59, p<.001) 각각 다른 그릿의 측면을 나타내기 때문에 영역에 따라 

가능성을 달리 예측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그릿에서의 열정은 성인의 

직업 변화 가능성을 더 잘 예측하였고, 인내는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더 

잘 예측하였다(Duckworth & Quinn, 2009).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그릿을 열정과 인내로 나누어 측정한 연구에서 그릿에서 인내의 측

면은 영역에서 특히 학교 적응, 대학 성적, 학교에 대한 소속감, 대학 

생활에 대한 만족도, 졸업 등에서 높은 관련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

은 열정의 측면에서는 그 관련성 정도를 잘 예측하지 못하였다. 한편 

열정은 전공, 학과, 경력을 전환하지 않는 것과 관련성이 높게 나왔다. 

이때 전공을 전환하지 않는 것은 인내와도 관련성이 있었다. 이처럼 요

인별로 각기 다른 부분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Bowman et al., 2015). 

그럼에도 개개인이 대부분의 영역에서의 성취를 위해서는 각 요인을 

따로 예측하는 것보다는 두 요소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Duckworth & Quinn, 2009)12) 

12) 최근 그릿과 관련된 연구들과 비평에서 열정이 인내보다 예측 타당성이 낮다는 주
장을 받아들이면서 열정 부분을 특히 보완한 그릿 측정 도구 수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MacArthur genius Angela Duckworth responds to 
a new critique of grit, npred, 2016.05.25., http://npr.org/sections/ed/2016/05/2
5/479172868/angela-duckworth-responds-to-a-new-critique-of-grit (접속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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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성품이나 역량을 갖추는 것 혹은 학업 성취를 이루는 것에서

도 그것을 위해 꾸준히 지속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인성교

육을 통해 학생들이 오랜 기간 일관된 목표를 향해 노력을 지속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기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목표, 회복탄력성, 열정, 그리고 인내를 포함한 그릿은 인성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의 일부를 제공한다. 

그릿을 구성하고 있는 의미 있는 목적을 세우는 방법,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는 자세, 열정과 인내를 기르는 방법 등이 인성교육의 내용이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릿이 다른 성품이나 역량과 비교하여 더 중요하다

는 뜻은 아니다. 그릿 역시 다양한 인성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릿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친절함, 정직함 등의 성

품과 함께 할 수 있는 혹은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릿이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요소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그

릿이 행복, 만족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인만

큼 그릿은 성공과 행복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올바른 목

적을 위해 향해가는 노력과 관심의 지속은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마

찬가지로 행복도 가져다 줄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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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릿 구성 요소에 따른 신장 요인

    1) 열정 측면: 흥미

  그릿의 내용 측면 요소 중 하나인 열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즐기는 것으로 시작한다. 즉, 열정을 갖기 위한 좋은 출발점은 나

에게 맞는 흥미를 찾는 것이다. 듀이에 의하면 흥미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대상이나 관념과 동일시될 때 수반되는 것이며 자아가 대

상에 몰입되는 상태를 나타낸다(송도선, 2009: 166). 

  흥미는 일상적 의미에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흥미는 

능동적 발달에 대한 전반적 상태를 나타낸다. 이는 사람이 종사하는 

일, 직업, 전문적 활동 등을 흥미라고 말하는 경우이다. 둘째, 흥미는 

예견하고 바라는 객관적인 결과들을 나타낸다. 흥미라는 말을 할 때 우

리는 어떤 대상과 사람이 접촉하는 연결점,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지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셋째, 흥미는 개인

적․정서적 성향을 나타낸다.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것에 흥미가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의 개인적 태도에 직접 강조를 둔다. 각 개인들이 어

떠한 일, 어떠한 대상에 대하여 몰두하고, 참여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성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흥미는 개인적

이며 동시에 감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Dewey, 이홍우 역, 2010: 

207-208).

  흥미가 열정을 신장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흥미와 맞는 것을 할 때에 그들의 전공 

및 직업에 더욱 많은 만족을 한다. 다시 말해 개개인의 흥미와 맞는 직

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그들의 삶에서 더 행복하다는 의미이다. 둘

째, 사람들은 그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할 때 일을 더 잘 수행

한다. 개개인의 흥미가 직업과 맞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더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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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동료에게 더 도움을 주고 그 직업에 오래 머무른다. 개인적 흥

미가 전공과 관련된 대학생들은 더 높은 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 

중퇴할 확률은 낮았다(Duckworth, 2016: 97-98).

  제임스(W. James)는 심리학과 비인지적 능력의 중요성을 교사들에게 

강조한 글에서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하게 될 것을 얼마나 기

대할 수 있는지는 바로 열망, 열정, 흥미의 강한 정도이다(James, 

2005: 33)”라고 말하였다.

  흥미에 대한 하나의 특성은 열정으로 삼을 정도의 흥미가 한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인생 전반에 걸쳐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것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설령 그것을 발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열정을 다할 무엇으로 인식되기까지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갖게 되는 열정은 흥미로부터 

시작된 작은 발견이고, 많은 발달에 의해 그것을 따르게 되며, 그러고 

나서 오랜 시간 깊어지는 과정을 거친다(Duckworth, 2016: 102). 흥

미가 촉발되는 단계와 유지하고 발달되는 단계는 구분된다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단지 어떤 직업적 흥미들에 끌

리는 것을 시작할 뿐이고, 중학교 시절쯤에서야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

기 시작한다. 다음으로 흥미에 있어 자아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흥미가 자기 성찰만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흥미들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되어 진다. 이때 발견의 과정은 복

잡할 수도 있고 우연히 발견될 수도 있으며 대부분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셋째, 처음에 흥미를 발견한 이후 필요한 것은 흥미를 발달시키

기 위한 더 길고 점점 더 이를 강구하는 시간들이다. 새로운 흥미를 마

주한 이후 이 흥미를 계속 촉발시킬 수 있는 부차적인 마주침을 따라

야 하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흥미들은 부모, 교

사, 코치, 동료들과 같은 격려하는 지원자가 있을 때 더욱 번창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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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은 실제로 무엇인가를 더 

할 수 있는데 있어 필수적인 자극과 정보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줄 수 있는 긍정적인 피드백은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며 

안심하게 만든다(Duckworth 2016: 103-104).

  흥미에 대한 특성은 듀이가 말한 흥미의 원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 

듀이에 의하면 흥미의 성장과 발전은 대상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대상에 대하여 주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질 때 흥

미가 지속적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듀이는 흥미

가 통합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Dewey, 조용기 역, 2010: 25).

  이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사를 포함한 주변인의 역할에 주목하는

데, 최초로 표현된 학생들의 흥미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교사의 질문

과 격려 등을 통한 지도와 학생 스스로의 인내, 관찰, 탐구 등을 통해 

최초의 흥미가 더욱 바람직하게 발달되도록 해야 한다(계희복, 2014: 

41).

  블룸(B. Bloom)은 하나의 기술 발달은 3가지 다른 단계를 거쳐 진행

되는데, 3단계는 각각 초기(the early years), 중기(the middle years), 

후기(the later years)로 나뉜다. 각 단계는 여러 달 혹은 여러 해를 지

속한다. 흥미는 블룸이 말하는 초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발견되고 발달

된다. 그에 따르면 초기동안 흥미를 발견하고 발달시키는데 있어 중요

한 요소 두 가지는 격려와 자율성이다. 흥미를 처음 발견할 때에는 이

것을 계속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을 때가 생기는데 

훌륭한 멘토는 따뜻하고 지원적인 방법을 통해 이에 대한 격려를 한다. 

초기에는 자율성도 중요한데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 교사들은 학생들

의 본질적 동기를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아이들이 좀 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나중에 열정과 같이 확인되어 지는 흥미들을 발

달시킬 수 있다(Bloom, 1985).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다양한 흥미 가운데서 진정으로 중요한 



- 70 -

것과 하찮은 것, 유의한 것과 해로운 것,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인 재미

를 타나내는 것과 지속되어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구별해 내

야하며, 흥미의 교육적 타당성이나 정당성, 그리고 흐름을 판단해야 한

다(송도선, 2009: 173-174).

  흥미를 처음 가질 때부터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요

구하고 빠른 성장을 기대한다면 흥미를 가졌던 것은 자칫 부담이 되거

나 포기해버리는 수가 있다. 특히 학생들의 흥미를 억압하는 것은 지적 

호기심과 민첩성을 약화시키고, 자발성을 억압하며 흥미를 짓밟아 버리

는 것이다(Dewey, 이홍우 역, 2010: 551).

  더욱이 초보적인 흥미에서 전문가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은 흥미의 

첫 부분이 아닌 나중 부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흥미를 유지하고 발달

시키는 과정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드라이퍼스와 

드라이퍼스는(H. L. Dreyfus & S. E. Dreyfus)는 초보적 이해에서부터 

전문가적 이해로 계속적으로 이행해 나아가는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

누어 제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초보자(novice)이다. 초보자는 관련된 

선행 경험이 없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인지 없이, 상황 독립

적으로 상황을 분석한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제공받은 새로운 기술과 

규칙들에 기초해 행동을 결정한다. 두 번째 단계는 준초보자(Advanced 

beginner)이다. 실제 상황을 대처하는 경험을 통해 유의미한 추가적인 

구성 요소들을 교육자가 지적해주거나 스스로가 주의하기 시작한다. 세 

번째 단계는 미숙련자(Competence)이다. 미숙련자는 경험이 증가하면

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진다. 증가한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기 위해, 수행자는 의사결정의 위계적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을 

배운다. 네 번째 단계는 숙련자(Proficiency)이다. 숙련자는 많은 상황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에서 계획을 선택하고, 선택의 적절성을 감정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수행자는 특정한 계획, 목표, 관점을 주목하거나 선호하

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전문가(Expertise)이다. 이 단계의 행위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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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을 위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충분

한 연습과 경험을 통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을 둘러싼 상황 안에서 목

표와 계획,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의

식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즉시적이고 직관적인 암묵적 과정을 거친

다(Dreyfus & Dreyfus, 1986: 김하연, 2013: 53-56에서 재인용).

  이처럼 흥미를 발달시킨다는 것은 초보자에서 전문가로 나아가는 것

을 말한다. 이는 초보자와 전문가가 보이는 차이로 인해 비롯되는데, 

나바에츠(D. Narvaez)는 그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전문

가는 초보자에 비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특별한 표상들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지식을 더 잘 조직한다. 둘째, 전문가는 초보자들이 놓치는 

세부적인 것들이나 기회에 주목하고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고 반응한다. 

셋째, 전문가는 독특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한다

(Narvaez, 2010: 171). 즉 나바에츠에게 전문성이란 단순히 기술적 역

량이나 지적 능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행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숙련된 그리고 깊은 이해를 의미한다(Narvaez, 2006: 정창

우, 2013: 271에서 재인용).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그릿의 한 요소인 열정을 위한 흥미 유발

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흥미를 발견은 다양한 경험

과 외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능한 것이고 흥미의 발달은 시간을 필

요로 하며 노력도 필요한 일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주변 사람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이 인성교육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 주는 시사점은 학

생들의 흥미와 진로 등을 탐색하는 프로그램이나 과정을 단발성 혹은 

행사의 일환으로 시행하기보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흥미를 발견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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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흥미가 발달할 기회나 

기간을 주지 않고 단지 발견에만 그친다면 흥미가 지속적으로 촉발되

어 열정으로 가기에는 부족하게 된다. 현실적인 여건의 개선 아래 초기

에 형성된 흥미를 연장할 수 있고 재촉발할 수 있는 방법과 다른 흥미

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기회와 노력할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인내 측면: 의식적 연습

  그릿의 내용 요소의 다른 하나인 인내를 기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성취를 위해서 인내가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때 단순히 오래 연습을 행한다거나 무작정 오랜 

경험을 하는 것은 그릿에서의 인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 우리는 한 직업이나 영역에 오래 있다고 해서 그것에 비례해 

꼭 그 분야에서 뛰어나거나 최고가 되지 않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문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수행을 

보이는 전문가들을 연구한 결과, 수 천 시간에 이르는 꾸준한 연습시간

이 축적되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연습에 관한 연구의 더 중

요한 통찰은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다

르게 행해왔다는 것이다. 투자하는 시간의 양뿐만 아니라 시간의 질과

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즉, 전문가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향상시키는데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학자

들은 이러한 연습을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 혹은 의식적 연습(deliberate 

practice)이라고 불렀다(Ericsson, Krampe, & Tesch-Romer, 1993).

  의식적 연습은 어렵지만 효과적인 형태의 연습으로 수행의 특정한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안되고 피드백을 통해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Duckworth et al., 2011; Ericsson et al., 1993). 이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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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습을 진행할 때 하나의 작은 측면에 목표를 세워 이를 최대

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작은 측면의 목표는 작지만 중요한 것

으로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 특정한 약점을 보완하거

나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세운다. 아직 접하지 않은 도전을 일부러 세

우기도 하며 때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한 목표를 선택한다

(Duckworth 2016: 121). 이 때문에 의식적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내적 보상이나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자신의 특정 능력을 

향상시켜야한다는 뚜렷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Duckworth et al., 2011: 175).

  둘째, 연습을 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열심히 

찾는다. 이 경우 많은 피드백들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지만 변화를 위해 

같거나 비슷한 연습을 온 힘을 다해 할 수 있게 되면서 약한 점을 향

상시킬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피드백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Duckworth 2016: 122-123). 이는 흥미를 초기 발견

하는 과정에서의 되도록 긍정적인 격려와 피드백을 주는 것과는 달리 

의식적 연습은 끊임없이 부족하고 잘못한 것에 관심을 갖고 내적인 상

태와 부족한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한다.

  전문성 연구에 따르면, 수행 능력의 향상은 인지 구조의 변화와 생리

학적 시스템의 적응에 의해 가능해진다. 단순히 오랜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저절로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향상

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이수란, 2016: 8). 의도적인 노력을 한

다는 것은 인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내를 기르는 연습에 있어 그 효과성은 분명 연습의 양과 시간도 

중요하지만 또한 연습의 종류에 따른 차이도 존재한다. 연습을 단지 즐

거운 행위로 동일시하여 좋아하는 감정이 유지되는 정도만 지속한다면 

인내는 길러지지 않을뿐더러 실력도 향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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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적 연습은 계획을 세워 주의 깊게 이뤄진 것이어서 때로는 즐겁

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철자 맞추기 대회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수행한 활동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첫 번째 종류는 즐거움을 위해 단어를 읽고, 단어 놀이를 통해 

익히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 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퀴즈를 

푸는 것, 마지막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철자 연습을 하는 것으로 이 활

동이 의식적 연습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사전에 있는 새로운 단어를 암

기하기, 철자 공책에 있는 단어 복습하기, 단어들의 기원에 대하여 기

억하려고 노력하기 등이었다. 마지막 방법인 스스로 계획을 세워 연습

하는 의식적 연습에 대하여 학생들은 덜 즐겁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

하였다고 밝혔지만 결과적으로 앞의 두 활동보다 대부분 더 높은 성과

를 보였다(Duckworth et al., 2011). 마찬가지로 의식적 연습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연습하는 것보다 홀로 연습하는 것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더 효율적이다(Ericsson, 2006). 실제 대회의 우승을 한 학생

은 “나는 일반 단어 목록집에 있는 단어들을 익히려 노력하였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단어들을 찾아 배우려 노력했다.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이 방법들을 열심히 최

선을 다하였다”라고 말하였다(Maguire, 2006: 360: Duckworth et al., 

2011: 179에서 재인용).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학습에 있어 앞의 두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거

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 방법들은 시

기와 목적에 따라 선택의 우선순위 혹은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철자를 연습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게임이나 프로그램, 다른 사람

의 도움을 통해 호기심을 키우고 반복 학습을 하며 실력을 키울 수 있

다. 또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협동 학습은 단순히 자신의 부족한 실

력을 키우는 것과 또 다른 부분을 기르는데 있어 필요한 부분이다. 그

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실력 향상에는 분명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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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의식적 연습은 이보다 더 높은 단계의 숙달이나 완성을 

위한 방법인 것이다. 연습이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이었다면 모두가 연

습을 계속 하면서 유지했을지 모른다. 

  의식적 연습은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면서 이를 통해 인내를 기르게 

된다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우리의 성향이나 특성

이 대개 그 상황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로버츠(B. 

Roberts)는 이러한 원리를 상응성의 원리(corresponsive principle)라고 

말한다.

  의식적 연습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과 인내와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첫째, 의식적 연습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 집중과 노력을 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시키는 것을 반복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의 실천은 인내를 자연스럽게 기르게 되고 또한 요구하기도 한다. 

둘째, 의식적 연습을 통해 인내를 기른다는 것은 이를 습관으로 만드는 

것과 이어져 있다. 인내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습관은 지속성을 담보한다.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연습을 반

복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

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패에 대한 관점이다. 이

는 이후에 다룰 회복탄력성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연습을 하는 동안 

생기게 되는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고 나쁘게 생각한다면 연습을 지속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도전을 세우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

을 즐기는 사람들, 또한 그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의식적 연습을 통한 인내를 유지하게 한다(Duckworth 2016: 

137-142).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덜 즐거운 준비 과정들이 능

력이나 기술을 더 효율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습량

이 실력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연습의 질 역시 연습량만으

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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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학업 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실력의 향상을 위해 더 효율적이

거나 그렇지 않은 연습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Duckworth et al., 

2011: 179). 또한 다양한 전략과 방법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연습의 참

여를 이끌어 학생들의 인내를 신장시켜줘야 할 것이다.

    3) 목표 측면: 목적 의식

  목표는 일관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지속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앞서 그릿의 성격 요인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할 점을 살

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진 목표를 설정할 때 그릿이 

발휘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목표는 타인과 연관되어 있는 목표일수록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힘

을 준다. 인간은 때로 개인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지만 한편으로는 사

회적으로 의미 있는 목표를 찾는다. 이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과 연

관이 있다. 사회는 안정된 대인관계에 의존하고, 개개인의 생존과 유지

를 위해 많은 방법들을 통해 사회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연

결에 대한 희망 역시 인간이 즐거움을 위한 태도만큼 기본적인 것이다.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목표가 본인을 넘어서는 것들

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목표가 동기의 큰 원천이 

된다(Duckworth 2016: 146-148). 이에 대하여 데이먼 역시 고귀한 

목적은 타인의 웰빙을 돕는다고 하였다. 고귀한 목적은 정직이나 존중

과 같은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단을 통해 추구하게 된다. 고귀한 

목적은 자기확장이 아닌 이성적인 겸손함 가운데 달성된다. 반면에 천

박한 목적은 타인을 해롭게 한다. 그리고 속임수나 무례함을 동반한다

(Damon, 정창우․한혜민 역, 2012: 71).

  이러한 점은 직업에 대한 목표 의식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직업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사고방식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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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이때 직업을 느끼는 방식은 단지 삶에 

있어 필요한 어떤 것으로 보는 관점(생업)과 지금의 직업을 다른 직업

을 위한 디딤돌로 보는 관점(경력),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중

요한 것들 중의 하나로 보는 관점(소명)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직업을 소명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미래에 더 높은 곳에 자신이 

위치할 것을 기대하고, 자신의 직장에서 자율성을 더 느끼며, 경제적인 

안정이 주어진 상태라면 현재의 직업에 대하여 무보수로라도 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라

고 여기면서 자신의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Wrzesniewski, McCauley, Rozin, & Schwartz, 1997). 

  이러한 설명은 베버(M. Weber)가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소명이 

있다고 주장한 것을 떠오르게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유한 능력

이 있고 그 능력으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직업을 단순히 일이 아닌 소명으로 생각한다면 직업 세계에서의 경험

은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일상적인 성취는 자부심의 근원이 

된다(Damon, 정창우․한혜민 역, 2012: 74).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적의 변화가 노력을 통해 바꿀 수 있다는 데

에 있다. 그 노력 가운데 하나는 첫째,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그 일이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만들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 학생들에게 세상은 어떻게 더 좋은 곳이 될 지를 묻는 질문

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과 연결을 해보라고 요구를 하였

다. 이 요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이를 학교에 다니는 것과 

연결시킨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조절능력, 노력의 양, 

학업 성적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 작지만 의미가 있는 방식

으로 현재 하고 있는 것과 자신의 핵심 가치들의 연관성을 키울 수 있

도록 해 보는 것이다. 태도, 행동, 옷 입는 것 등을 바꾸면서 일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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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을 변경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목적의식이 있는 롤모델에게 영감을 찾는 것이다. 자신이 더 나은 사람

이 되도록 영감을 주는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생

각하는 것은 분명 목적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Duckworth 2016: 165-167). 이는 가까이에 있는 부모, 교사가 될 수

도 있고 지인, 유명인, 전문가, 그리고 역사 속의 위인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요구된다.

  셀리그먼은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즐거움(pleasure), 활동에 대한 몰

입(engagement), 이타적인 목적과 더 높은 것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미

(meaning)가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세 요소는 행

복한 삶을 추구하는 각각의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개

개인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 말해 개인이 갖는 목표의 

성격에 따라 그릿과의 연관성이 달라진다. 쿨린 외(V. Culin et al., 

2014)에 따르면 몰입과 의미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그릿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았다. 이때 의미보다는 몰입이 더 큰 연관

성을 보였다. 반대로 즐거움을 통해 찾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릿이 다소 낮은 것으로 밝혔다. 이는 즐거움과 몰입, 의미가 추구하는 

과정의 지속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예측된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추구 방식과 그릿이 연관성이 있음을 보였

다. 몰입과 의미를 통해 행복을 추구할 때 그릿이 높았다. 다만 앞의 

연구와 달리 몰입보다는 의미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Suzuki, 

Tamesue, Asahi, & Ishikawa, 2015). 이를 통해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그릿에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타인 중심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모든 동

기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타인과 연관되어 있는 목표이면서 본인의 본

질적 흥미와 열정을 포함한 목표일 때에 더 큰 수행력이 보장되고 결

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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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에 따라 소방관들의 초과 근무, 기금 모금자의 모금액이 달랐는데, 

사회적인 목표와 개인의 내재적 목표가 결합되었을 때 오직 자기중심

적인 목표 혹은 사회적 목표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초과 근무를 

통해 기여하는 바가 많았고, 기금 모금액이 더 많았다(Grant, 2008).

  목표의 내용에 따라서도 그릿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의과대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궁극적 목표를 의학적 

지식을 적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세운 학생들은 높은 그릿을 가

지고 있었고 지능에 있어서도 성장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의과

대학을 다니는 궁극적 목표를 과정을 평균적으로 이수하여 단지 과정

을 마치는 것으로 가진 학생들은 낮은 그릿 수준을 보였고 실제로도 

평균 정도에 해당하는 수행을 하였다(Fillmore, 2015). 이는 내재적 목

표가 청소년의 학업 및 정서적 안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내

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학생들은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학생에 비해 

자기효능감, 학업수준 및 정신건강이 높고 더욱 적응적인 행동을 보인

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목표의 성격과 내용이 자신에게 가치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역사상의 폭군들이나 현 시대의 테러

리스트들, 마피아들은 가치 있게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실제 그릿이 높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귀하고 선한 목적과 그

렇지 않은 목적을 구분하는 일은 중요하다.

  데이먼에 따르면, 자신에게 가치 있어 보이는 목적이 합당하기 위해

서는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 방침이 어떠한가가 중요하다. 목적

이 도덕적으로 합당하려면 그 행동 방침은 강한 도덕의식을 근거로 삼

아야 한다고 하였다. 고귀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치 있

는 것을 수행하는 데 헌신할 뿐 아니라 그 실천 방식 또한 고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수단과 목적 모두가 고결한가를 살피는 것이 천박한 

목적과 고귀한 목적을 구별하는 방법이다(Damon, 정창우․한혜민 역, 



- 80 -

2012: 70). 

    4) 회복탄력성 측면: 마인드셋

  마인드셋은 암묵적 이론에 기반을 두고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

적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틀을 의미한다(Dweck, Leggett, 

1988). 드웩은 연령과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이 작

동하는지에 대한 개인적 이론들을 마음속에 옮기고 있다고 보았고, 이

를 마인드셋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마인드셋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

는 신념으로, 내재적으로 주변과 자신을 예측하게 하고 그 의미를 해석

하는 틀을 말한다. 마인드셋은 그릿의 요소인 인내, 열정, 목표의 성향

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마인드셋이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드웩은 마인드셋을 다시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과 성장 마인

드셋(growth mindset)으로 크게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고정 

마인드셋은 언제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여야 한다는 강

박감을 일으킬 수 있다. 이미 정해진 지능과 개성, 도덕성을 갖고 있다

면 이왕 그 지능과 개성과 도덕성이 건전하다는 점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이로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성장 마인드셋은 자질이란 것

은 노력만 하면 언제든지 향상될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두

고 있다. 비록 사람들이 저마다 다 다른 재능이나 적성, 관심사 혹은 

기질을 가졌더라도 누구나 응용과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

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Dweck, 정명진 역, 2011: 20-21)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지능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을 구분할 수 있는 간단

한 질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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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신의 지능은 매우 근본적인 자질이어서 많이 바꿀 수 없다.

  (2) 당신은 새로운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신의 지적 수준을 진

정으로 바꿔놓지는 못한다.

  (3) 당신의 지능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당신은 언제나 그 지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

  (4) 당신은 언제나 지적 수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Dweck, 정명진 

역, 2011: 35).

  질문 (1)과 (2)는 고정 마인드셋에 관한 질문이고, 질문 (3)과 (4)는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질문이다. 물론 이 둘은 동시에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다. 성격이나 

특성에 대한 질문도 위와 비슷하게 이뤄진다.

  (1) 당신은 특정 부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부류 자체를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2)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당신은 언제든지 성격을 상당 부분 바

꿔놓을 수 있다.

  (3) 당신은 일들을 달리 처리할 수 있다. 그렇다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중요

한 부분들이 진정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4) 당신은 자신의 존재의 기본적인 것까지도 언제나 바꿀 수 있다(Dweck, 

정명진 역, 2011: 36).

  여기서는 질문 (1)과 (3)이 고정 마인드셋에 관한 질문이고, 질문 (2)

와 (4)가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질문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앞의 지능

에 대한 마인드셋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주어진 상황과 주

제에 따라 달리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지능, 성격, 특성뿐만 

아니라 인성, 사회성의 측면에서도 마인드셋이 나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 드웩은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마인드셋이 나뉜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다(Dweck 2000: 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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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회복탄력성 관련 마인드셋의 특징 비교

특징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

목표 지향성 ∙학습목표(숙달 지향) ∙수행목표(숙달지향, 무기력)

성취의 기준 ∙역량 개선 및 학습내용 통달
∙다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상태

노력에 대한 

해석과 인내 

정도

∙노력을 성장을 위한 정상적이

고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함

∙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확신을 

가지고 노력을 지속함

∙노력을 지능이나 재능 부족의 

증거로 간주함

∙과제를 하다가 노력이 필요하

다는 첫 신호에 과제를 포기함

도전

∙학습 및 성장의 기회로 간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장기계획

을 가짐

∙자신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

로 간주하여 도전과 자신의 관

련성을 낮추고 가능한 도전을 

회피함

좌절과 실수에 

대한 해석

∙실수를 노력 부족과 비효과적 

전력의 결과 해석함

∙실수의 과정에서 배울 점을 

찾고 다음 과제에 적용함

∙실수를 실패로 인식하며 실패

를 지능이나 재능 부족으로 해

석함

∙실수를 숨기려 함

좌절 후 태도

∙좌절의 지속시간이 짧고 자기 

열등화 빈도 낮음

∙자기개선을 위한 노력 증가로 

수행이 개선됨

∙좌절의 지속시간이 길고 자기 

열등화 빈도 높음

∙노력은 감소하며 방어적 태도

는 증가됨

대처방식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람

들이 사용한 전략들을 살펴봄

∙자신보다 잘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자존감을 

화복하려는 방어적 반응

피드백과 

비판에 대한 

반응

∙피드백과 비판을 학습과정 내

의 지원요소로 생각함

∙피드백과 비판을 요청하고 그

것을 통해 동기화함

∙피드백에 위협을 느껴 회피

∙비판과 건설적 피드백을 과제 

중단의 이유로 인식

타인에게 

미치는 효과

∙협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수행에 대한 피드백과 

정보를 요청함

∙타인의 성장을 자극함

∙협력을 꺼리고, 자신의 수행

에 대한 피드백이나 정보 요청

에 수동적임

∙때로는 타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음

동기 양식 ∙적응적 동기양식 ∙부적응적 동기양식

출처: 이정림, 2016: 18-19 수정 및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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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경, 고난, 역경 등에 직면하여, 인내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고 회복

하여 합당한 수준의 웰빙 상태로 복귀하는 능력을 뜻하는 회복탄력성

은 마인드셋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력에 대한 해석과 이를 인내하는 정도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을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

기 위해 다시 하고자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인내하는 

정도가 강하다. 반면 노력을 지능이나 재능의 부족의 증거로 간주하는 

고정 마인드셋은 노력이 필요한 경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과

제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Dweck, 정명진 역, 2011).

  도전에 대한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도전을 성장의 기회로 간주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 또한 도전을 자신의 전략을 바꾸거나 좀 더 노력할 필요가 있

다는 건설적인 사고와 지속을 유지하는 특성, 즉 회복탄력성을 갖춘 모

습을 보인다.

  좌절과 실수에 대한 해석, 좌절 후 태도에서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과 연결 지어 생각하고, 실수를 통해 배울 점과 전략을 수

정하는 등 자기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수를 실패로 인식하여 노력보다는 지능이나 재능과 결

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때문에 실수를 숨기거나 포기 또는 

부정행위를 하는 등 방어적 태도가 증가하고 노력은 감소한다(이정림, 

2016: 21). 이는 대처방식으로 이어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사람들이 사용한 전략들을 살펴보는 반면, 고

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보다 잘 수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살펴

보며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방어적 반응을 보인다(Nussbaum & 

Dweck, 2008).

  마인드셋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성장 

마인드셋은 회복탄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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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장 마인드셋 성향이 높을수록 일관적으로 감정 및 충동을 통제하

고 높은 소통능력으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경향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은 회복탄력성과 유의

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고정 마인드셋 성향이 높을수록 

결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귀인하고 이에 만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서 

및 행동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이수

경, 2016: 43). 

  또한 성장 마인드셋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가 정적으로 유의

함을 나타내었고, 이는 성장 마인드셋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 

향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

해 장기적으로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하여 노력한다는 의미가 된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회복탄력성으로 가는 경로는 부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앞의 결과와는 반대로 부적응적인 정서 및 행

동이 보임을 의미한다(이수경, 2016: 44).

  이러한 결과는 마인드셋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회복탄력성이 

그릿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다. 다시 말해, 성장 마인드셋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 향상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처해 

있는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한 목표에 대해 장기적으

로 인내와 열정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 성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 수준을 확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결과를 자

신의 능력으로 귀인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하고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고정 마인드셋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

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이수경, 2016: 46).

  그렇다면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하기 위

해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 우선은 지능과 재능, 성격 등에 대한 우리

의 신념들을 익히고 변화시키는 것이다(Duckworth 2016: 192).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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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마인드셋은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Dweck, 2000). 

  마인드셋은 다른 신념과 같이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개인의 인지적 

구성이기 때문에, 이후의 학습과 같이 새로운 경험으로 변화시킬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단순 정보제공만으로도 순간적으로 마인드

셋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수경, 2016: 46). 

  이와는 별개로 드웩은 청소년 뇌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람의 

인생 단계에서 뇌 구조는 상당한 크기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을 말하

였다. 예를 들어 수학 기술의 발달을 이룬 사람들은 수학과 관련된 뇌 

영역을 강화시켰다. 이는 영어 기술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었다. 또한 뇌

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다. 우리 전체 삶에서 우리의 뉴런들은 서로서

로 새로운 연결들 자라게 하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뉴런들을 강화시킨다. 더 중요한 것은 청소년 시기 내내 뉴런들을 보호

하고 그것들 사이에 움직이는 신호들을 빠르게 하는 미엘린(myelin)을 

자라게 하는 능력을 유지한다(Duckworth, 2016: 192-193).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하기 위한 두 번

째 방법은 긍정적 자기 대화를 실천하는 것이다(Duckworth, 2016: 

193). 인지행동치료 등의 방법이나 시기적절한 교수 방법 등을 통해 자

기 대화를 수정할 수 있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방해받지 못

하도록 배울 수 있다. 실천을 하고 안내를 받으며, 어려운 상황에 부딪

혔을 때, 생각하고 느끼며, 가장 중요한 행동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갖기 위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Dweck, 정명진 역: 417). 비록 앞서 순간적

으로 마인드셋이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였지만 그 변화를 지속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변화는 끊임없이 응원을 받아야 한다. 몇 

가지 비결을 선택하는 것으로 마인드셋의 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

다. 사물이나 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을 때에야 성취할 수 있

는 변화의 완성이다. 여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변화의 



- 86 -

노력도 필요하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사의 변화에 대한 노력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마인드셋의 변화가 회복탄력성을 강화시키고 그 밖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변화와 변화를 위한 노력은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성장 마인드셋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

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기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점은 간직하고 전

달할 만한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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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방안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그릿의 개념과 구성 요소, 그 필요성

과 인성교육과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그릿이 인성의 요소(성품과 역량) 중에 어느 곳에 포함되는지를 

논의한 후 인성역량으로서 이를 다뤄야하는 이유와 근거를 살펴보고 

이에 맞도록 그릿의 개념을 재정립할 것이다. 개념 정립한 것을 토대로 

그릿의 인성교육 적용 방안을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안과 교사의 역

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그릿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프로젝트학습을 기반

으로 다양한 활동을 그릿 구성 요소별로 구성한 ‘그릿 프로젝트 모형’

을 제시하여 방안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그릿을 활용한 평가는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 하고 이를 통해 현 평가 방식의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수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

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 측면을 관계적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1. 그릿에 기초한 인성교육 핵심 인성역량의 보완

    1) 핵심 인성역량의 의미

  앞서 인성 및 인성교육을 정의할 때 인성의 요소에는 크게 성품(덕

목)과 역량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릿의 개념

과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그릿은 인성의 요소  

가운데 성품인가? 역량인가? 아니면 그 외의 다른 특성인가? 하는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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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인성의 요소로써 성품과 역량의 의미를 살

펴본 후 그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성품은 ‘성질’과 ‘품격’의 합성

으로 ‘성질’은 정신적(심리적) 바탕 혹은 사물이나 현상이 본디부터 지

니고 있는 독특한 바탕이고, ‘품격’은 물건의 좋고 나쁨의 정도 혹은 

품위, 기품으로 풀이된다(강선보 외, 2008). 덕은 이러한 성품의 좋은 

상태를 가리킨다. 엄밀하게 말해, 인간다운 성품 혹은 덕에는 정직, 절

제, 배려 예의와 같이(주로 자기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 차원에서 요구

되는) 도덕적 덕(moral virtue), 준법 및 규칙준수, 사회적 책임, 인권존

중과 같이 (공동체 및 환경 영역에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

한) 시민적 덕(civic virtue), 실천적 지혜와 같은 지적 덕(intellectual 

virtue)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덕들은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가치를 

지닌다(정창우, 2015: 71).

  한편, 핵심역량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능력, 인성, 기술 등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이면서 향후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의 삶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능력이다(이근호, 곽영순, 이승미, 최정순, 2012: 70). 또한 

핵심역량은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를 효율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 학습자(혹은 사회인)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

로서, 개인, 사회인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보편적 능력으로(이

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2009: 15), 단지 직업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뿐 만이라,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필수적은 능력을 포괄하여 핵심역량이

라고 규정한 것이다(이근호 외, 2012: 70).

  핵심역량은 성공적인 수행을 추구하기 때문에 탁월한 성과를 낼 때 

가치를 인정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가치중립적인 속성을 상당 부분 지니

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핵심역량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미래 

직업이나 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는 기능적인 차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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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서 개인이 타인과 더불어 온전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핵심역량을 인성 역량,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으로 나누어 살펴볼 

때(이근호 외, 2012) 위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말해 인성교

육의 본질과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 인성 역량의 의미가 그만큼 더욱 

중요해진다. 인성 역량은 인간 성품 계발과 관련된 역량으로 개인 차원

이나 개인 자격으로 타인을 만나 발생하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량을 

말하기도 하고(이근호 외, 2012: 80), 인성 역량의 다양한 능력 중에서 

바람직한 인성의 측면에 부합하면서도 인성함양을 위해 기본적이고 보

편적이며 필수적인 능력을 핵심 인성역량으로 강조하기도 한다(정창우, 

2015: 125). 핵심 인성역량은 바람직한 인성역량 중에서 필수적인 역

량에 해당되므로, 도덕적이고 긍정적인 속성을 갖거나, 그 자체로 도덕

적이지는 않더라도 도덕적 행위를 지지하는 역할을 갖게 된다(정창우, 

2015: 71).

  핵심 인성역량을 기능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행위 실천을 위해 지식, 기능, 판단, 태도, 실천 등을 포함

한 총체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동기부여 및 기술을 제공하여 성공

적인 수행 또는 행위 가능성을 높이고 행위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제

공하는 특성이 강하다(정창우, 2015: 72). 이는 핵심 인성역량을 통해 

적합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고, 핵심 인성역량의 특성은 지적 역량과 사회적․시민적 역량의 토대가 

되어 이에 영향을 미치고 결합이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성품과 핵심역량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성품과 역량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상호촉진적 관계로 설정될 수 있다(정창우, 2015: 72). 성

품은 인성 역량에 의해 뒷받침될 때 실천력과 행위의 일관성, 지속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인성 역량 역시 성품이 바탕이 될 때 행위의 방향

성, 지향성이 뚜렷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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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핵심 인성역량으로서 그릿의 위상과 역할

  성품과 역량, 그 중 구체적으로 핵심 인성역량의 의미를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그릿은 역량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내릴 수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릿의 개념이 가진 속성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인내와 열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앞서 역량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봤듯이 기능, 판단, 

태도, 실천의 특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릿은 동기와 의지의 측면을 다루는 것으로서 이 역시 역량의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본 동기부여 및 기술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수행, 행위 가

능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살펴보았다. 그릿이 높은 사람

일수록 실천에 대한 일관성과 지속성, 안정성이 높다는 것 역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이다. 

  두 번째 근거는 그릿의 구성 요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릿은 성격적

인 측면으로 목표,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때 인내와 열정은 흔히 성품, 

덕목으로 일컬어진다. 성품과 역량의 관계에서도 보았듯이 역량은 성품

을 바탕으로 행위의 방향성, 지향성이 뚜렷해지고 의미를 더욱 잘 인식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릿은 그러한 덕목을 바탕으로 실천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개념에서도 단순히 인내, 열정이 아닌 인내와 

열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릿을 역량으로 보는 이유는 그릿은 그릿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릿을 통해 다른 것에 도움이 되는 수행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내, 열정 그 자체를 배우는 

것과 목표를 세우고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 자체도 사람들, 특히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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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그릿의 필요성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릿은 

다른 것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수행을 더 잘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즉, 덕목에 비해 실천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며, 이는 역량의 특성을 드

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그릿은 역량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

량 혹은 핵심 역량의 일부는 바람직한 인성의 경계를 초월하는 가치중

립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정창우, 2015: 125). 본 연구는 그릿을 

인성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에 대한 연구이므로 단순히 

그릿이 역량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의 본

질과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핵심 인성역량으로서 그릿이 포함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포함이 된다고 할 때 기존의 그릿 개념은 그대로 사용

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인성역량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근호 외(2012)는 인성 역량의 구성 

요소를 1) 도덕적 역량, 2) 자아정체성, 3) 개인적, 사회적 책무성, 4) 

대인관계 능력, 5) 시민의식(공공의식, 참여와 공헌 등), 6) 개방성 및 

유연성, 7) 의사소통능력, 8) 자기관리능력 등으로 보고 이는 모두 개

인 차원이나 개인자격으로 타인을 만나 발생하는 관계 속에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주장하였다. 주변의 다른 개인들이 개입하지 않고 개인이 

주체가 되어 상대방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역량

들을 인성 역량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성 역량을 바라보는 것은 인성 역량이 다른 역

량들의 토대의 역할을 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비슷

한 개념의 역량(예를 들어, 책무성, 개방성, 의사소통능력)을 인성 역량

과 사회적 역량에서 동시에 다루면서 이를 범위의 문제로 나누는 것은 

지나치게 인성 역량의 의미와 역할을 한정짓게 되고, 인성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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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개인과 개인 주변의 문제 정도로 인식될 우려가 있게 된다. 

  개인의 도덕적 사고와 행동은 사회적 혹은 집단적 맥락에서 일어나

므로, 인성 역량 역시 개인의 윤리가 사회공동체로 구현되는 두 차원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인성교육에서의 인성 개념을 개인적 차

원과 관계 차원(타인․공동체․자연과의 관계 영역)에서의 인간다운 성품

과 역량 개념으로 이해하고, 인성교육은 이러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

을 지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 규정과의 논리적 정합성을 고려해서도 인성은 두 차원별로 핵심 

인성역량이 선정되어야 한다(정창우, 2015: 125). 이를 구체적으로 나

타낸 것은 <표 Ⅳ-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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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인성역량
차 원 역 량 정 의

개인적 차원

도덕적

문제해결능력

어떤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합당하게 해

결하는 능력(도덕적 의사결정능력, 도덕적 

상상력 및 추론 능력 포함)

긍정적 태도

삶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을 지

니고, 난관에 직면했을 때 꿋꿋하게 되튀어 

오르는 능력(회복탄력성 포함)

도덕적

자기관리능력

자신에 대한 참된 이해를 바탕으로 바람직

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도덕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능력

도덕적

자기성찰능력

자신이 행한 경험적 사실을 도덕적 관점에

서 반추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

해 사색하는 능력

관계

차원

타인과의

관계 영역

도덕적

의사소통능력

다른 사람의 입장을 경청하고 그들과 합리

적으로 소통하며 균형 잡힌 관점과 이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도덕적

대인관계능력

다름 사람을 존중․배려하고, 갈등을 관리하

며, 다른 사람과 도덕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는 능력

공동체와의

관계 영역

공동체의식

자신의 역할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인권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바람직한 공동체의 

실현에 참여하고 공헌하는 능력

다문화․
세계시민의식

세계화, 다문화 사회에서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바람직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

며, 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고 실천

하는 능력

자연과의

관계 영역
환경윤리의식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고, 

생태의식과 환경에 대한 규범적인 노력을 

토대로 인간과 자연의 건강한 미래를 설계

하는 능력
출처: 정창우, 2015: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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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릿을 핵심 인성역량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그들의 관심, 정서, 행동들을 조절할 수 있는지 가르쳐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결국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목표들을 추구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

여 그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때 그릿이 

핵심 인성역량의 특징을 더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표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릿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목적은 그 성격에 따라 인내와 열정, 그리고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가치 

있게 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점을 근거로 본 연구자는 핵심 인성역량으로서의 그릿의 

개념을 ‘장기적이고 고귀한 목표를 위해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인내와 

열정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재정립하였다.

  핵심 인성역량으로서의 그릿은 다른 역량들과 함께 목표의 실현을 

가능하게 해 주는 역량이 된다. 또한 각각의 역량을 키우고 기르는 데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다른 역량들이 그릿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 있는 유전학 공부를 통해 지구촌 빈곤을 

줄이고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단계별 목표를 두고 꾸준

히 실현하는 데 있어 그릿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은 다문화․세계시민의식, 공동체의식 등을 

키울 수 있다.

  이처럼 그릿은 개인적 차원의 핵심 인성역량과 관계 차원의 핵심 인

성역량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듯이 그

릿은 개인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가 결합되었을 때 더욱 큰 효과를 발

휘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릿은 인성 역량을 포함한 지적 역량, 사회적 역량들이 중요하지만, 

이를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그간 소홀하였던 측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역량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릿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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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인성역량을 보완한 내용은 <표 Ⅳ-2>와 같다.

<표 Ⅳ-2> 인성교육을 위한 핵심 인성역량(그릿 포함)

차 원 역 량

개인적 차원

도덕적 문제해결능력

도덕적 자기관리능력

도덕적 자기성찰능력

개인적 차원 ․ 관계 차원

그릿(Grit): 장기적이고 고귀한 목표를 위해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인내와 열정을 유지하는 

능력

관계 차원

타인과의 관계
도덕적 의사소통능력

도덕적 대인관계능력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의식

다문화․세계시민의식

자연과의 관계 환경윤리의식

  개인적 차원과 관계 차원의 핵심 인성역량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면

서 역량들의 실천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역량으로 두 차원의 가운데에 

그릿은 위치한다. 또한 기존에 있던 긍정적 태도(회복탄력성 포함)는 

그릿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이므로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제 핵심 인성역량으로서 그릿의 개념을 재정립한 것을 바탕으로 

이를 학교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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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릿을 활용한 인성교육 방법 개선 방안

    1) 그릿을 활용한 인성교육 교수․학습 방법 제안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방향은 인성 가치․덕목을 학생들에게 주입식으

로 지도하기보다는 미래 사회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바

람직한 성품 및 역량들을 중심으로 참여형 인성교육을 설계하고, 앎을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교육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 및 운영하도록 설

정하였다. 그리고 개인-대인관계-공동체 차원의 연결선 상에서 역량들

을 균형 있게 학습하여 가정․학교․사회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통합적 

접근을 하고, 마지막으로 교과 교육과정 및 범교과학습 주제 등 교과 

외 교육활동 전반을 통해 체계적․통합적으로 실행하도록 정하였다(교육

부, 2016).

  그릿의 개념과 신장 요인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핵심 인성역량으로

서 그릿을 키울 수 있도록 인성교육 방향에 맞는 실천적이고 통합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교수․학습 방법은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하였지만 다른 학교급을 대상으로도 수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그림 Ⅳ-1] 그릿 프로젝트 모형 단계

  그릿의 요소를 나열한 위 교수․학습 방법의 단계는 반드시 그 순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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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따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대체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한 사

람들이 따르는 발달 방향은 관심을 찾고, 이에 대한 연습을 거듭하며 

갖게 된 확신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때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모

든 단계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이 반드

시 이러한 순서를 거치는 것은 아니다. 위의 방법은 학생들에게 그릿과 

관련한 요인들을 경험하게 하고 신장시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며 점선으로 각 단계를 

연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열정을 시작으로 인내로 마치는 순서로 제시한 이유는 학

생들에게 열정을 가질 수 있는 흥미를 찾는 과정을 안내하고 그 기회

를 부여하는 것을 우선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전체 과정에서 중요하

게 작용할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하여 실패, 

역경을 딛고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한다. 이후 목표를 찾고 세

울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을 살피며 자신의 목적과 하위 목표들을 선정

하는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

한 인내를 배우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 무엇보다 인내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완수하면서도 기를 수 있다.

  연구자는 위 교수․학습 방법을 ‘그릿 프로젝트 모형’이라고 이름을 붙

이고 각 요소별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모형의 이름에 프

로젝트가 붙은 이유는 핵심 역량의 개발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프로

젝트나 실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Boyd & 

Watson, 2006). 그리고 프로젝트 방식은 학생들의 도전 의식을 갖도록 

하며, 문제 상황에서 학습하고 기술습득 시 의사소통과 자기관리 등의 

참여를 해야만 이뤄질 수 있는 수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앎과 실행을 같이 수행하게 한다. 프로젝트 방식 자체

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릿을 다루는 교수․학
습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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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학습을 기반으로 과제 및 수업을 기획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의미한 질문에 대한 학습자 중심 탐구가 

가능해야 한다(Markham, Larmer, & Ravitz, 노선숙, 김민경, 임해미 

공역, 2006: 14) 존중받아야 할 학습자 권리를 학습과중의 중심에 두

는 것이다. 둘째, 학생들로 하여금 프로젝트 경험에서 배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피드백과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결과물을 포함해야 하

고, 셋째, 높은 수행기대를 갖고 도전적이며 지식, 기술이 필요한 수행

평가 과제를 활용한다(Markham et al., 노선숙 외 공역, 2006: 22). 

이러한 특징들은 프로젝트 과정 동안의 책무성과 수행을 강조하는 것

이다.

  그릿 프로젝트 모형은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하나는 오프

라인 방식으로 교재 혹은 활동지를 제작하는 방법이다. 수업을 진행하

면서 각각의 주제에 맞는 활동지를 학생들이 완성하는 방법이나 교재

로 전체적인 과정을 담아 진행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온라인 노트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각각의 방식에는 장단점이 있

다. 오프라인 방식의 장점은 편리함과 학습 효과이다. 많이 보완이 되

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라인 방식보다 표현을 더 편리하고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기록하는 능동적인 과정은 더 

활발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James & Engelhardt, 

2012). 반면에 지면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제약

을 갖게 되고 프로젝트를 공유하거나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온라인 방

식보다 번거로울 수 있다.

  한편 온라인 노트를 활용하면 시․공간상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자료의 

재구성이 용이하며,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작한 활

동이나 프로젝트는 필요에 따라 목차와 순서를 쉽게 변경할 수 있고, 

온라인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프로젝트 과정 속에서 필요

한 교사, 동료들의 피드백과 조언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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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완이 가능하다. 그러나 온라인 노트는 사용법을 따로 익혀야 하

는 과정이 필요하고,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학교나 가정환경에 따라 실행이 가능하거나 그렇지 

못할 수 있는 제약이 따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방법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기 보다는 상

황과 과제 성격에 맞도록 둘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각 단원은 <표 Ⅵ-3>와 같이 요인이 드러난 일반적인 제목과 친숙

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제를 달아서 표현하였다.

<표 Ⅵ-3> 그릿 프로젝트 모형 내용 구성

  (0) 그릿 알기(지도를 펴다)

  (1) 열정 키우기(길을 나서다)

  (2) 회복탄력성 기르기(다시 길을 걷다)

  (3) 목표 세우기(나침반을 보다)

  (4) 인내 기르기(계속 길을 걷다)

  그릿 프로젝트 모형은 학생들에 묻고 답하는 질문, 용어나 개념에 대

한 설명, 프로젝트 활동 및 안내, 주제와 관련한 활동, 이야기 및 생각

을 적는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내용과 지식을 전달하

는 구성보다는 학생들이 성찰하고 실제 수행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

도록 구성하였다. 각 단원별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0) 그릿 알기(지도를 펴다)

  본격적인 그릿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에 그릿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는 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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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그릿 프로젝트: (0) 그릿 알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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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열정 키우기(길을 나서다)

  열정은 흥미를 발견하고 발달시키면서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교의 다양한 활동과 수업들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하고, 학생

들은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발달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학

교가 학생들의 흥미에 대하여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묻는다

고 할 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첫 번째 열정 키우기에서는 프로젝트 과제를 중심으로 흥미를 찾을 

수 있는 도입 질문에 학생 스스로 대답할 수 있는 활동, 학교에서 배우

는 과목, 흥미, 자신의 삶과의 연관성을 적어보는 쓰기 활동으로 구성 

된다. 수업과 흥미 등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고 글을 써 보

는 것은 관심을 더 높이고 집중력을 갖도록 만든다고 하였다(Hulleman 

& Harackiewicz, 2009).

  교사는 이를 진행할 때 흥미와 관련한 유의점들을 학생들에게 설명

해 줄 필요가 있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흥미는 꾸준히 재촉발해야 효

과가 있다는 것, 둘째, 흥미가 발달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는 점, 셋째, 흥미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다시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넷째, 단지 관심이 줄었다는 이유 등

으로 그만두지 않고 어느 한 과정이나 단계는 마무리를 짓고 다시 찾

아보는 것 등이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에 격려를 해주면

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안내해주고, 학생의 관심사가 

단순한 재미를 위한 일시적인 것인지 지속되어 가도 좋을 것인지, 진정

으로 중요한 것인지 아닌지 등을 판단해주고 조언을 해줘야 하는 역할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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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3] 그릿 프로젝트: (1) 열정 키우기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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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그릿 프로젝트: (1) 열정 키우기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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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복탄력성 기르기(다시 길을 걷다)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펜실베니아 회복탄

력성 프로그램(Penn Resilience Program), 이를 응용한 미국 육군 회복

탄력성 프로그램(U.S. Army Master Resilience Trainer Course) 등이 

있다. 

  대상과 상황에 맞게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낙관적인 사

고방식과 역경이나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등을 익히는 것을 주된 목적

으로 삼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생각, 사고방식의 차이는 

마인드셋을 어떻게 형성하고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 

  교사가 모형을 적용함에 앞서 마인드셋과 관련하여 주의하여 할 점

은 우선 단순히 학생들에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오

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마치 충고처럼 학생들에게 말

하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 대

신에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설명을 통하여 어떻게 실제 마인드셋의 차

이와 실행에서의 차이가 생기는 지를 이해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학

생들에게 단지 더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를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를 일

으킬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어 왔다. 

성장 마인드셋은 단지 더 열심히 하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 대신

에 학생들이 왜 자신들이 노력을 더 해야 하고, 어떻게 노력을 효율적

으로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여 성장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릿 프로젝트 모형에는 이러한 마인드셋의 중요성과 영향 등을 익

히고 적용하는 과정, 자신의 마인드셋을 분석하고 변화시켜보는 과정, 

마지막으로 미래의 학생들에게 자신이 배운 점, 경험들을 알려주는 쓰

기 활동을 통해 자신이 배운 것을 되새겨 보는 과정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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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5] 그릿 프로젝트: (2) 회복탄력성 기르기 예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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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그릿 프로젝트: (2) 회복탄력성 기르기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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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표 세우기(나침반을 보다)

  그릿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하

였다.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긴 여정을 안내해 줄 나침반, 즉 목표

이다. 장기간의 목표, 즉 목적을 세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단계별 목

표를 세우는 것은 인내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안내자 역할

을 하게 된다.

  목표 세우기 활동에는 고귀한 목적을 세우기 위하여 고려해 볼 사항

들을 생각하며 자신의 목표를 세워보는 것이 포함된다. 목표는 개인적 

관심과 사회적 관심이 조화로울 때 이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

지며, 장기적 목표와 그에 따른 단계별 목표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적는 목표매트릭스 활동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강점을 긍정하면서 목표와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하여 적어보는 활동으

로 마무리된다. 

  위 활동들은 진로․직업 활동과도 연계가 되어 앞으로 내가 갖게 될 

직업과 진로에 대한 의식을 형성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가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열

려 있음을 알려주어야겠지만 또한 언젠가는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의 

가장 상위 수준의 목표를 세우는 것의 중요성 역시 강조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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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7] 그릿 프로젝트: (3) 목표 세우기 예시-1



- 109 -

[그림 Ⅳ-8] 그릿 프로젝트: (3) 목표 세우기 예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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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내 기르기(길을 계속 걷다)

  그릿을 가장 그릿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쉽게 포기 하지 않고 이루

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내이다.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우리

는 기준에 통과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별하고 점수를 부

여하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과제를 행하지 못하거나 작은 목표를 끝까

지 이루지 못한 학생들을 독려하여 이를 이루게 하는 것에는 많이 부

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물론 인내뿐만 아니라 열정, 회복탄력성, 

목표 등 비인지적 능력에 대한 관심이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

고 할 수도 있다. 또한 학급 당 학생 수와 하나의 교과목에서 다뤄지는 

전체 학생의 수, 거기에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때우기 식으로 

맡게 되는 식의 수업에서 이러한 점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

인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적 어려움과 실천의 어려움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점들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의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과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인내 기

르기 활동에는 그릿 성향이 높은 모범들을 조사하고 발표해보는 프로

젝트를 통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조사하여 본받을 수 

있는 점들을 실천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리고 인내는 무엇인가를 계획

을 세우고 이를 완성해 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

로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완결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때 교사나 부모는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에 알맞은 방식

으로 확인하고 피드백해주는 과정이 요구된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학생들의 인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엘모어(T. Elmore)는 학생들의 인내를 기르

기 위한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한다. 첫째, 태도와 인내의 힘

에 대해 이야기하기, 둘째, 때로는 글 형태가 아닌 그림 혹은 퍼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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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문제를 전환하기, 셋째, 쉽게 풀 수 있는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보

기, 넷째,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이유를 학생들과 공유하기, 다섯째, 

가능하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에 학생들을 위치시키기, 여섯

째, 게임이나 경쟁을 적절히 활용하기, 마지막으로 노력하고 만족된 지

연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다(Elmore, 2014: Bashant 2014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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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9] 그릿 프로젝트: (4) 인내 기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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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그릿 프로젝트 모형의 구체적인 모습과 특징을 살펴보았

다.13) 위 교수․학습 방법은 그릿의 요소를 나누어 이를 신장시킬 수 있

는 요인에 근거하고 검증된 수업 방법들을 토대로 제안하였지만 유의

미한 프로그램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이를 실제로 적용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준비 → 계획 → 실행

→ 평가의 과정을 각 과정에서의 유의점들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정창우, 2015: 359).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한다는 것은 계획된 프로그램 계획을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가지

고 실제로 행위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평가 단계에서는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이 의도한대로 실

행되었는지, 목표 결과에 대한 즉각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정창우, 2015: 362).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그릿의 

효과성이 성취와 정서적인 측면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서 

그 특성만으로 체계적인 접근을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아직 실행과 평가 과정에 있어 검증을 마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자가 제시한 그릿 프로젝트 모형은 핵심 인성역량을 

기르는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첫째, 학생이 특정 역량을 직접 익히고 삶 속에서 체험해 볼 수 있

도록 한다. 즉 수업 활동과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습득할 역량이 무엇

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교사 중심보다 학생중심 

수업,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용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

성하였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을 

알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교사는 적절한 피드백과 도

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다양한 교과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

동, 범교과 활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릿 프로젝트 모형은 도덕 교과 수업 시간에 특별히 진행될 수

13) 그릿 프로젝트 모형의 완성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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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여러 교과에 걸쳐서 흥미, 열정, 회

복탄력성, 목표 부분을 단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심도 있는 내용과 

방법을 다룰 수 있다. 

    2) 인성교육의 평가 방법 개선 방안

  그릿을 고려한 평가 방법에서 고려할 점은 그릿을 신장시킬 수 있는 

평가 방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가 학생들의 그릿 신장에 도움

이 되려면 일회성 시험에 의한 결과 평가보다는 주어진 과제나 목표에 

대한 진행 과정과 완성도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역량 기반 교육과정 수업에서의 특성과도 통한다.

  역량 기반 교육과정과 수업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따라서 평가에서는 학습의 최

종 결과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온

정덕, 2015).

  물론 지필 평가 외에 수행 평가 등을 통하여 실험, 실습, 발표, 토론, 

제출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행 평가 

또한 어려운 현실 여건을 이유로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하기 보다는 결

과물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뤄지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 주어

진 과제에 따른 결과물을 산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제를 준비

하고 완수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나 실패 등을 극복하고 끝까

지 해내는 것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 역시 학생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사는 다양한 평가방법과 도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평가 방법의 다양화는 평가 빈도뿐 아니라 과정을 통한 여러 형태의 

학습 증거를 수집함을 의미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과정중심 평가를 강조하며 동시에 수행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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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확대할 것을 권장한다. 수행평가는 중요한 교육내용을 이해하였는

지 학생의 수행 과정과 산출물을 보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학생이 교과 

고유의 탐구 및 사고 기능을 활용하고 지식을 맥락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때 평가는 수업과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제가 교수·학습의 부분으로 통합된다(교육부, 2015).

  그릿을 고려한 평가 방법이 결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중요하다고 

말하기 위해 같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은 바로 그릿을 비

롯한 비인지적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가?이다. 

  앞서 그릿의 개념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본래 그릿을 평가하는 도구는 

자기보고형(self-report) 측정 방법을 사용한다. 자기보고형 측정 방법

은 자기 효능감 등의 자기 인식, 덕목, 성격, 삶의 목적, 웰빙 등의 측

정과 관련하여 쓰인다. 이 자기보고형 측정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자신의 정신 내적인 정보를 표현하는 등의 풍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타인과 관련한 것보다 자신과 관련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더 잘 기억하는 사람의 특징에 기반을 둔다. 둘

째, 자기보고형의 검사는 타인 평가에서 보일 수 있는 부주의함과 피상

적인 측면에 비해 평가에 대한 목적이나 이유에 대해 더 몰입하고 열

심히 하려는 특성을 나타내어 시간과 노력을 더 들이는 경향이 있다. 

셋째, 자기보고형 검사는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수행하는 검사이

다. 마지막으로 이 검사는 실현 가능성과 현실성이 가장 뛰어나다. 효

율적이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검사에 비해 낫다고 할 수 있다

(Paulhus & Vazire, 2007: 227-228).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기보고형 측정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신을 인식

하도록 응답하는 사회적 바람직성(socially desirable responding),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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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대한 고려 없이 진술들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묵종 경향성

(acquiescent responding), 평가 척도에서 깊은 생각 없이 극단적인 선

택만을 하는 충동성(extreme responding) 등이 제기 된다. 이 밖에도 

자기를 평가하는 가운데 생길 수 있는 자기 인식의 제약과 집단과 문

화적 상황에 따른 한계도 생길 수 있다(Paulhus & Vazire, 2007: 

229-232). 특히 그릿을 치밀한 준비 과정 없이 입학이나 시험 등에 활

용할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이나 필요에 행해지는 위장(faking good)이 

생길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통계적, 방법적 장치들 역시 존재하지만 

자기보고형 측정 방법의 변화가 요구된다. 실제 미국의 국가 수준 검사

(Nation’s report card)는 지금까지 인지적 영역만을 주로 측정하였던 

기존의 내용에서 2017년부터는 비인지적 영역의 측정도 도입하기로 하

였다. 다양한 질문 형식을 통해 앞서 지적하였던 한계점들을 넘을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Sparks, 2015).

  자기보고형 측정 방법 자체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그 밖의 다양한 측

정 방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중 하나는 정보를 통한 그릿 측정 방

법이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그릿의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항목 등을 점수화하여 측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로버트슨

과 더크워스(2014)는 신입 교사의 그릿 측정을 교과외 활동과 특별활

동 등을 한 경험에 관한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하였다. 이때 측정의 편

견을 피하기 위해 지원서에 나타난 교사의 다른 수행 능력이나 정보 

등은 제거하였다. 

  그릿에 대한 측정은 교과외 활동이나 특별활동 등의 개수(최대 2개

의 활동까지), 지속 기간, 활동에서의 성과 수준 등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나타내자면, 일정 기간(여기서는 2년 이상) 이

상의 활동을 하였을 경우 활동 하나 당 1점, 활동에서 중간 수준의 성

취를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추가 1점, 높은 수준의 성취는 추가 2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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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한 활동에서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3점이

고 두 가지 활동까지 인정하므로 0~6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이를 종합

한 그릿 측정 표의 예시는 <표 Ⅵ-4>와 같다. 

<표 Ⅵ-4> 이력서 데이터를 통한 그릿 측정 루브릭 예시
그릿 점수 예 시 설 명

0 ∙1년 넘게 참여한 활동이 없음

1

∙3년간 수영 팀의 일원이었지만 특별한 

성과나 상을 획득하지는 못함

∙다른 1년 넘게 참여한 활동 없음

∙2년 이상의 활동: +1

2

∙2년간 모의재판 팀의 일원이었고 발전

상을 취득함

∙다른 1년 넘게 참여한 활동 없음

∙2년 이상의 활동: +1

 중간 수준의 성취: +1

3

∙3년간 협회의 일원이었으나 지도와 관

련된 역할 없음

∙3년 동안 지역 극장의 대리였음

∙2년 이상의 활동: +1

∙2년 이상의 활동: +1

 중간 수준의 성취: +1

4

∙3년간 지역 여름 캠프의 상담사였음

∙3년간 배구 팀의 일원이면서 2학년 주

장이었음

∙2년 이상의 활동: +1

∙2년 이상의 활동: +1

 높은 수준의 성취: +2

5
∙3년간 학생회장이었음

∙2년간 봉사단체의 회계관리자였음

∙2년 이상의 활동: +1

 높은 수준의 성취: +2

∙2년 이상의 활동: +1

 중간 수준의 성취: +1

6

∙4년간 크로스컨트리의 일원으로 MVP

를 받음

∙2년간 해비타트를 설립하고 대표를 역

임함

∙2년 이상의 활동: +1

 높은 수준의 성취: +2

∙2년 이상의 활동: +1

 높은 수준의 성취: +2
출처: Robertson-kraft & Duckworth, 2014: 34

  다른 하나는 관찰을 통한 평가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공정하고 객

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기준표, 다양한 상황에서 측정

할 수 있는 루브릭(rubric) 등이 우선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예를 들면 

KIPP14)에서 행해지는 인성교육프로그램에서는 학생의 인성에 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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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성적표를 발급한다(Shechtman et al., 2013: 38). 주목할 부분은 

한 명의 교사가 아닌 복수의 교사가 항목에 대하여 척도에 맞는 점수

를 부여하여 평균을 내는 점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어떤 부분에 대

해 더 노력하면 되는지 등을 교사, 부모, 학생 사이의 대화를 이끌어 

낸다. 또 다른 예로는 데버룩스 학생 강점 평가(Devereux Student 

Strengths Assessment, DESSA)로 아이들의 강점과 긍정적인 행동을 8

개의 분야(자기 인식, 사회적 인식, 자기 관리, 목표 지향적 행동, 사회

적 기술, 개인적 책임감, 의사 결정, 긍정적 사고), 총 72개의 문항을 

관찰자가 5점 척도로(절대 없음 ~ 매우 자주) 평가하는 방법이다

(Lebuffe, Shapiro, & Naglieri, 2009).

  위 관찰 방법의 예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관찰자가 학생의 특성을 

척도를 활용하여 점수를 부여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측

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과 관찰 평가로 이뤄진 

학생들의 인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 단계의 입시나 시험을 위해 존재하

는 것이 아닌 학생들의 인성 자체의 개선과 강점을 부각시켜주기 위함

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인성 및 개인의 특성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상세

하게 기록된다. 자기보고형 검사가 아닌 정보에 의한 측정, 관찰에 의

한 측정도 이미 생활기록부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가 있다. 학생에 관한 

정보는 성적, 출석 현황, 폭력과 관련된 사실을 비롯한 규칙 위반 현황, 

중퇴 여부,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특별활동, 진로활동 등의 앞서 이야

기한 측정 범위를 훨씬 뛰어 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관찰에 의

한 평가 부분에서도 교사는 외부 수상 등은 기록할 수 없지만 교내에

14) KIPP는 Knowledge Is Power Program(지식이 힘이다 프로그램)의 약자로 티치 
포 아메리카의 투지 넘치는 젊은 교사였던 마이크 파인버그(M. Feinberg)와 데이브 
레빈(D. Levin)에 의해 1994년, 학생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면서 그들의 꿈을 이
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 기술, 인성, 습관 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취지로 시작하였다. 현재 미국 전역의 7만 명의 초, 중, 고등학생이 KIPP 스쿨에 
다니고 있다. KIPP의 비전은 학생들에 대한 높은 기대, 인성 강화, 효율적인 교사
들과 지도자, 안전하고 구조적이며 지원하는 환경을 갖추면서 이뤄진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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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달성한 학생의 성취와 그 과정에 보인 학생 개인의 특성, 개선된 

점, 노력할 부분 등을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경우 지나치다 싶을 정도

로 상세하고 적고 있는 실정이다. 인성 관련 부분에서도 지금은 사라졌

지만 인성 요소를 표시하고 그와 관련한 행위를 적는 방식을 시행하기

도 하였다.

  그러므로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영역을 측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라는 것 자체가 

교사에게 큰 부담이고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보다는 단지 입

시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을 피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그릿을 활용한 평가는 산출물뿐만 아

니라 과정 역시 중시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과제나 임

무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완수하도록 돕는 평가 및 측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릿을 포함한 비인지적 영역의 평가는 객관적 정

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을 우선하고 관찰에 의한 측정은 신뢰성은 

확보하면서도 되도록 수치화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찰에 의한 평가를 입시와 연관 지어 활용할지에 대한 문

제는 추후에 더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형 측정 

방법과 정보를 활용한 측정 방법, 관찰을 통한 방법 등이 개선되면서 

측정 방법 간의 차이를 줄이고 이를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그릿에 대한 평가는 인지적 영역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능

력의 중요성, 특히 목표를 세우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노력하

는 것의 중요성을 학생들, 교사들이 인지하고 관심을 가지며 이를 신장

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의미를 강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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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릿 신장을 돕는 교사의 역할

    1) 학생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교사

  학생들이 그릿의 의미를 알고 자신들의 그릿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앞서 살펴본 그릿의 개념 분석을 통한 요인들을 알고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과 이를 평가하는 과정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

야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릿을 신장시키는 모든 요인에서 주

변인 특히 교사의 역할은 한 곳도 빠짐없이 등장하였다.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조언, 도움은 학생들의 그릿 신장에 주요한 도움을 준다. “인간 

변화는 관계를 보살피고 믿는 가운데 더 손쉽게 일어난다.”(Pappano, 

2013: 8). 

  학생들의 그릿을 신장시키는 교사의 역할은 관련된 수업을 잘 하는 

것과 더불어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식․학업에 대한 관

점, 학생을 대하는 태도, 신념 등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사는 그릿의 개념과 의미를 깨닫고 이를 학생들에게 명확하

게 가르쳐 학생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그릿의 개념인 

‘장기적이고 고귀한 목표를 위해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인내와 열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무엇을 뜻하고 학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장기적이고 고귀한 목표는 무

엇을 뜻하는 것인지,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등을 가르쳐 주고, 목표를 

설정한 후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인내하는 태도와 꾸준히 노력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극

복할 수 있는 방법 등은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점들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

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명시적, 잠재적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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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교사는 그릿을 포함한 비인지적 능력, 그리고 인성교육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먼저 살피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

이 먼저 깨닫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요구하거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은 실효성과 진정성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성찰

적 교원연수는 교사가 내적 혹은 자발적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 반성적 검토를 해 나갈 때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는 원리에 기반

을 둔다는 점(정창우, 김란, 이경은, 황광원, 2016)에서 위와 같은 부분

들을 교사들이 깨닫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교사는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말하는 방법 등 학생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학생들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대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학생의 인식, 태도,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

는 중요한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교사와 학생이 서로 학습해야 할 목표들에 대한 이야기

를 나누고, 교사가 학생들이 그 목표들을 잘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은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에 주요한 영향

을 미친다. 그러므로 교사가 학생을 대하고 말하는 방법에 따라 학생의 

변화를 좋은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혹은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 내

지 못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더 안 좋은 쪽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다.

  교사는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학생 친화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

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학

생 친화적 피드백, 다른 학생과 비교하거나 창피를 주지 않는 공정한 

피드백, 학생 자신의 수행결과에 대해 스스로 반성적으로 생각하고 해

결책을 찾게 하는 내재적 피드백, 마지막으로 교사의 목소리 톤, 작은 

몸짓 등에 의해 학생들의 개념 인식에 영향을 주는 비언어적인 피드백 

등이 있다. 이러한 피드백은 학생의 관심, 흥미 등에 대하여 격려 및 

조언을 해 줄 경우 적용이 될 수 있고, 목표에 대한 추진과 수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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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마인드셋과 관련하여 교사가 보이는 반응과 언어는 학생의 마

인드셋의 형성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점을 인

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표 Ⅵ-5>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생의 수

행에 대한 성공, 실패 등을 좋은 의도를 가지고 격려할 때 하는 말도 

학생들의 어떤 신념을 강화하거나 약화시킨다(Duckworth 2016: 182).

<표 Ⅵ-5>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격려의 말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을 약화하는 말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을 촉진하는 말

“너는 타고났구나! 나는 그게 마음에 든

다.”

“너는 열심히 배우는 구나! 나는 그게 

마음에 든다.”

“음, 적어도 노력은 했잖아!”

“효과가 없었네. 너가 어떻게 했는지, 

더 잘하기 위해 무엇을 하면 될지 같이 

이야기 해 보자”

“훌륭해! 너는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

고 있어!”

“훌륭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것은 어려운 거야. 못한다고 해도 기

분 상할 필요 없어”

“이것은 어려운 거야. 너가 아직 못한다

고 해서 기분 상할 필요 없어”

“이것은 너의 강점이 아닌 것 같아. 너

가 기여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을테니 

걱정하지마”

“나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너를 이끌어 줄게”

출처: Duckworth, 2016: 182

  비슷한 관점에서 드웩은 학생들의 지능이나 재능에 대한 칭찬은 그 

내용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고정 마인드셋의 메시지를 보내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아이들의 자신감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동기를 부여하지도 못한다. 대신에 아이들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며 아이들의 노력, 선택을 강조하라고 언급한다(Dweck, 정명진 역, 

2011: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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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낮춘다고 해서 학생들의 자존심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목표에 닿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준만 높이는 것 또한 

학생들의 자존심을 키우지는 못한다(Dweck, 정명진 역, 2011: 373).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의 열정과 목적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도전적이

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과제를 구성하고, 명백하면서 높은 기준을 제시해

야 한다. 또한 되도록 학생들과 관련된 수업 상황과 과정을 만들며, 과

정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더

욱 효과가 클 것이다(Snipes, Fancsali, & Stoker, 2012: 24-25).

  교사 스스로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 학습․지능에 대한 관점, 학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하여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릿의 중요

성을 인식하며 반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사의 반응은 

학생의 마인드셋과 그릿의 변화를 고스란히 가져오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교사는 스스로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닮고 

싶고 존경할 대상으로 교사를 선택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분명 바

람직한 일이지만 이는 반드시 교사가 학생들의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교사는 그릿의 중요성과 성장 마

인드셋의 중요성 등을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것 

역시 중요함을 의미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새겨듣지는 않지만, 

어른들의 행동을 모방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

다.”(Baldwin, 1993: 61-62: Duckworth, 2016: 183에서 재인용)라는 

말처럼 학생들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교사의 태도, 감정, 행동 등에 

영향을 받고 따라하게 된다. 

  학업 성취도에 따른 특권을 부여하고, 특권을 부여받은 학생과 그렇

지 못한 학생의 차이를 강조하는 교사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사고방식을 갖게 하고 고정 마인드셋을 형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이때 교사 스스로가 설령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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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표현되는 반응과 행동에 의해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정해진다

는 점이다(Duckworth 2016: 183). 

  교사가 학생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의미는 교사는 학생

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

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사의 진정한 도움은 실패와 역경 속에 

오래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서거나 인생에 있어 중요한 진로, 직업 등

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교사의 전문성은 다양한 방면에서의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별하다. 학생들의 모범으로서 교사가 가져야 할 노

력과 책임감이 함께 느껴지는 이유이다.

    2) 문화를 만드는 교사

  교사는 직접 수업, 학생과의 관계 등을 통해 그릿의 신장을 도울 수 

있지만, 학교 환경, 문화 등의 외적인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그릿 신장

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는 그릿을 포함한 인성 요소를 중시하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학교라는 공동체, 환경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여러 논의에서 밝혀진 바 있다. 대표적으로 콜버그(L. Kohlberg)

는 정의 공동체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에서 학교의 제도, 관

행, 문화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한 

가치의 내면화에 주목하였고, 이를 통해 집단의 결속이나 공동체의 형

성과 민주적인 규칙 제정을 통해 도덕적인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정창우, 2013: 184). 나바에츠 역시 교실수업을 넘어 학교가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교가 지향점을 가지고 가치를 가르치고자 하

는 열망과 방향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실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에서 교사는 학생들과 

인성에 대한 공통된 언어를 공유해야 하고 그런 후 특정한 순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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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을 활용해야 한다(Bashant, 2014; Vitto 2003).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 구성원 모두가 중요시하고 추구하는 인성 

요소를 세워야 하는 과정 혹은 이를 공유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학생들의 그릿을 신장시키기를 원한다면 학교와 교사, 학생들이 

이를 강조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학교의 교훈, 학급의 

급훈을 비롯하여 추구하는 목표, 가치, 인재상 등이 있다는 것은 알지

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학생은 물론 교사들 가운데에서도 많지 않

다. 심지어 이러한 점들을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나 방식

이 어떠한 것인지는 더욱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문화를 조성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방법과 규칙을 따르며 궁극적으

로 같은 맥락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학교 문화 혹은 학급 문화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인 전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결정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유된 신념만을 기초한 공동체 문화는 위험 가능

성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관점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변

화될 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학생의 가치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된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들이 그릿을 말하고 그릿

에 필요한 요인들을 공유하여 말하며, 그릿을 신장시키기 위한 실행 지

침들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된다면 아마도 학생들의 그릿이 신장

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둘째, 교사가 학급과 학업 분위기를 바르게 형성하여야 한다.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지 성향, 교사-학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의 

분위기는 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친다(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최예

솔, 2015)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동기를 촉진하고 그릿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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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구성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와 방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학생들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

기 위해 학생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글래서

(W. Glasser)가 강조한 것으로 인간은 소속감, 힘, 즐거움, 자유, 생존

에 대한 욕구에 따라 인간은 행동한다는 선택이론을 기본으로 한다

(Glasser, 1998).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이나 표현 등을 이러한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다면 학생들 편에서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

  학생들을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은 학생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기보다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책

임감을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단계별, 과정별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행동을 계획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피드백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을 통해 책임감을 향

상시킬 수 있다. 기회를 주고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에 살펴볼 적절한 대화 방식을 갖는 것을 통해 지지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Vitto, 2003: 123-141).

  다음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방해

하는 것과 도움을 주는 행위들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

에게 미리 추정하는 것보다는 확인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학생들을 

단지 구제해 주는 것보다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지시하는 것보다는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나으며, 비판과 

함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것을 요구하기 보다는 축하해주는 것이 좋

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어른이기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그들 입장을 

존중하는 편이 좋다(Nelsen, Lott, & Glenn, 김성환, 강소현, 정유진 

역, 2014). 이를 정리한 것은 다음의 <표 Ⅵ-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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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Ⅵ-6> 교사-학생 간 의사소통의 방해 및 도움 행위

방 해 도 움

미리 추정하기(Assuming)

과거의 경험이나 행동, 편견 등으로 미

리 학생에 대하여 추정하는 것

확인하기(checking)

질문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에

게 확인하는 것
구제하기 또는 설명하기

(Rescuing or explaining)

학생들에게 너무 빨리 해결책을 제시하

거나 설명하여 구제하는 것

탐구하기(exploring)

학생이 대상, 이유, 방법을 탐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지시하기(directing)

내용, 방법, 시간 등을 학생들에게 직접

적으로 지시내리는 것

격려하기(encouraging)

학생들을 참여시키고 독려하는 것

요구하기(expecting)

학생을 비판하는 것,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지적하는 것

축하하기(celebrating)

단지 학생들의 실패보다 약간의 성공이

라도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것
어른이기를 요구하기(adultisms)

학생들에게 어른처럼 해야 한다고 강조

하는 것

존중하기(respecting)

학생들이 어떻게 보는지 탐색하고 차이

점 분석해 보는 것

출처: 정창우 외, 2016: 121

  

  그리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교사는 적절한 

학급경영 기술과 사회정서 기술을 익히고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

야 한다. 규칙을 세우는 절차 및 방법, 폭력 등 문제행동들에 대처하는 

방법,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방법, 형성된 의사소통의 분위기를 유지하

는 방법 등을 공인된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을 통해 실행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자면, 학생들의 그릿 신장을 위해서 교사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의 개인적 측면과 학급, 학교의 분위기를 만들어가

는 외적인 측면 모두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역할들을 실행해야 한다. 즉 

그릿을 신장시키기 위한 학교와 학급의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한 가운

데 학생의 그릿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교사의 말과 

행동, 태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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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릿을 신장시키는 교사의 역할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고 하

더라도 반드시 그릿을 신장시키는 것에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

다. 특히 학급의 분위기 형성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분위기 등은 그릿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 예를 들어 시민 의식, 자율성, 배려 등의 요

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그릿의 구성 요소

별로 내적인 심리 상태에 작용하여 그릿을 신장시키는 방법에 대한 연

구와 더불어 특별히 그릿에 더욱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외부적인 요

인들에 대한 연구가 더 요청됨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비인지적 능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

를 기를 수 있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진

정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 역할과 업무에 대한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제도와 환경의 개선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그릿을 신장시키기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교사의 다양한 역할들은 

그릿의 신장에 직․간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제시된 다양한 방법과 역할들이 실제

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실행에 있어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를 탐색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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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그릿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제 학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가

능성과 방안을 논의한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먼저 그릿의 개념을 명확

히 하고 그 구성 요소를 목표, 회복탄력성, 열정, 인내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들이 그릿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그릿은 

‘장기적이고 고귀한 목표를 위해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인내와 열정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개념을 내렸고 이는 핵심 인성역량으로 포함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목표와 회복탄력성은 그릿의 성격으로서, 열정

과 인내는 그릿의 내용으로서 구성된다고 하였다.

  그릿의 필요성과 효과를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다양한 성취, 직

업, 유지-탈락 상황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고, 또한 행복, 삶의 만족도, 

웰빙 등 정서적인 요인과도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그릿의 의미와 효과성이 인성교육과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기 위해 인성교육의 목표, 내용과의 연관성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그릿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내용인 목표에 대한 중요성과 고

려 사항, 실패, 어려움에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 

강렬함 보다는 일관되고 지속된 관심과 흥미를 지속하는 열정,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는 인내는 인성교육에서 추구하는 목표와 연관이 깊고, 

인성교육에서 가르칠 내용과 방법을 보완하고 풍부하게 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릿은 복합개념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신장 요인을 예측할 

수 있다. 구성 요소에 맞는 신장 요인 혹은 신장 방법을 살펴본 결과, 

열정을 키우기 위해 흥미를 발견하고 발달시켜야 하는 중요성을 살펴

보았고, 인내를 기르기 위해 의식적 연습과 계획이 필요함을 보았으며, 

목표를 위한 알맞은 목적의식, 내용, 추구하는 방법들이 필요하고, 마지

막으로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마인드셋의 변화 등을 알아보았다.



- 130 -

  그릿이 인성교육에 주는 의미와 적용 방안을 살펴보면서 그릿이 핵

심 인성역량이 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릿 프로젝트 모형을 통해 학교

에서 그릿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릿 프로젝

트 모형은 그릿 알기 – 열정 키우기 – 회복탄력성 기르기 – 목표 

세우기 – 인내 기르기의 과정을 프로젝트학습을 중심으로 생각을 묻

는 질문에 답하는 활동, 주어진 조건에 맞는 글쓰기 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도움이 되는 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첫째, 학생

이 특정 역량을 직접 익히고 삶 속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둘째, 교사 중심보다 학생 중심 수업, 내용을 가르치는 것보다 내용

을 활용하여 활동을 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는 점, 그리고 셋째, 교과

뿐만 아니라 교과 외 활동, 범교과 활동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릿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교수․학습 방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이를 평가하는 방법에서도 변화를 가져와야만 한다. 일회성 시험에 의

한 평가보다는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 그리고 자기보고형 평가, 객관

적 데이터에 의한 평가, 관찰 평가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과제

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환경적인 뒷받침도 이뤄져야 한다. 가장 큰 요인은 역시  

학생의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역할이다. 교사는 그릿의 개념과 

그 구성 요소를 잘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을 대하는 태도나 말

하는 방법에서 학생들에게 가능성을 주는 모범으로서의 교사가 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교, 교실의 문화를 그릿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끌

어야 한다. 인성에 대한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고 학교와 교실의 분위기

를 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와 방법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릿을 요소별로 분석하여 교육적 의미를 찾고, 인성교육

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안을 논의하여 인성교육의 내실화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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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은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성적 지향적이면서, 

교육 구성원들의 많은 희생을 요구하고, 지식 위주의 인지적 능력에 중

점을 두고 있다. 그에 따른 성취결과는 인상적일지 모르지만, 학습과 

도전의 즐거움에 대한 강조와 중요성의 부족,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적과 시험 점수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 초라한 수행의 결과에 대한 좌절,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만 만족

되는 분위기, 배움에 대한 불평등 문제 등은 아직 풀어야 할 숙제로 남

아 있다.

  위와 같은 학교, 교육의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식 위

주의 인지적 능력만을 강조하고, 보이는 성적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생긴 결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학교와 교실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하

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예를 들어 인지적 능력의 강조와 평가가 더 쉽

기 때문에, 편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달력이 강하고 습득하

기가 더 쉽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 등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지속하려고 한다.

  그릿의 강조는 인지적 능력의 중요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인지적 능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 등의 앞서 살펴본 우리나

라 교육 현실의 어두운 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비인지적 능력마저 인지적 능력처럼 다루고자 하는 것에 대

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릿 역시 한계는 존재한다. 다른 비인지적 능력과의 차이점을 근거

를 가지고 설명하였지만 더 명확하게 다른 요인들과의 구분되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릿의 구성 요소 내에서도 서로 밀접한 

관계가 정확히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그릿을 신장시킬 수 있는 요인과 방안들에 대한 

논의와 그릿 자체를 포함한 비인지적 능력의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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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더욱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

로 실제 학생들에게 유용한 그릿 신장 프로그램의 보완 및 개발의 필

요성도 존재한다.

  본 연구의 바탕이 된 그릿의 측정과 효과에 대한 논의 결과들은 주

로 국외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릿 측정 방법과 효과성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조사 

대상을 구분하여 성인과 청소년 등으로 그릿 측정을 세분화하고 그 방

법을 개발하는 것은 그릿을 교육에 세밀하게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이 된다.

  연구자가 그릿에 주목한 이유는 학생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만

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을 잠재력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점

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적절한 환경의 지원과 그릿과 같은 개인적 

능력을 갖추었을 때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잠재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

지 기대하며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학

생은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어’ 등의 

생각으로 변화에 대한 가능성과 노력에 미리 한계를 정해놓지는 않았

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다양한 개인적․사회적 이유로 과제, 학업, 

성적, 진학, 미래의 목표 등을 포기했고,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보자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다. 인성교

육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학생 하나하나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라

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릿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들을 포함한 다양하고 진정성 있는 인성교육

을 통해 학생들의 그릿, 그리고 그들의 잠재력이 신장될 수 있기를 바

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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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Application of Grit

to Character Education

Hwang Kwangwon

Department of Eth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grit 's concept and 

effectiveness have some relation with character education and to 

suggest grit' s character education application based on it. Gr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character 

education and improving the methods. 

  First of all, the study clarifies the concept of grit, divides its 

constituents into goal, resilience, passion and perseverance. Also the 

study examines how each characteristics constitute grit. This study 

defines grit as ‘the ability of maintaining perseverance and passion 

with resilience to aim long-term and noble goals’, and reveals that 

grit is able to be included as a core character competency. Also, 

goal and resilience is the nature of grit and the passion and 

perseverance are the contents of grit.

  The followings are the possibilities of application methods of grit 

as a character education that the study stated. First, because grit 



- 155 -

has a meaningful effect in various accomplishments, occupations, 

keep-fail situations and also has a correlation with emotional 

factors such as happiness, life satisfaction and well-being, it has a 

need to deal with in character education. Second, not only the 

characters and contents of grit are deeply related with the goals 

grit is aiming, but also it improves and enriches the methods and 

the contents which would be taught in character education. Third, 

grit is a compound concept so that it could be studied about the 

factors of growth in many different points of views.

  The followings are the three application methods of grit the 

study suggested. First, Grit is able to be part of ability among 

many character factors and specifically as a core character 

competency.

  Second, as a method to apply grit to character education, ‘Grit 

project model’ is proposed as a first – class teaching method and 

learning method. The grit project model is based on project 

learning: knowing grit – raising passion – raising resilience – 

goal setting – patience raising. Other activities include answering 

questions that ask questions, writing activities that meet the given 

conditions, and activities that help the project. Also, in terms of 

evaluation of character education method, it should change 

direction to be able to extend grit. It is important to carefully 

analyze the merits and demerits of course-based performance 

evaluation, self-report evaluation, objective data evaluation, and 

observation evaluation rather than one-time evaluation, and apply 

it to the task. Third, environmental support for grit to character 

education should be supported. The biggest factor is the ro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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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ers directly or indirectly influencing students' grit. The teacher 

should be a model teacher who grasps the concept of grit and its 

components, and gives students the possibility of how to respond 

or speak to the student on the basis of it. Teachers should also 

lead the school, the culture of the classroom in the direction of 

raising i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the educational 

meaning by analyzing the grit by elements, an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grit to character education and discussing the measure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grit will be able to play a role as 

a character factor to enhance th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grit and to develop through character education.

* Keyword: Grit, character, character education, raising grit, 

            method of character education, non-intellectual ability

* Student number: 2015-2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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