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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귀인피드백,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은 긍정적으로 학업성취
를 예측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에 의해 효과성을 보
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만한 실
제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는 더욱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설을 상정하고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조금이나마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세운 세 가지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마인드셋에 따
라 수학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그릿에 따라 수학 학업성
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교
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자기조절력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도시인 서울과 중소도시인 군산에 재학중
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52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때, 귀인피드백 처치 집단은 능력, 노력, 능력 x 노력, 노력 x 능
력, 통제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귀인피드백은 사전검사 실
시 2주 후인 사후수학학업 성취검사 실시 전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은 실험 처치를 받기 전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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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귀인피드백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귀인피드백은 학생의 내적특성에 따라 사후 수학학업성
취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장마인드셋, 높은 그릿, 낮은 그
릿, 높은 그릿인내, 낮은 그릿인내, 높은 그릿열정, 낮은 그릿열
정, 높은 자기조절력, 낮은 자기조절력을 지닌 학생에 대하여 귀인
피드백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에 대한 귀인피드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교사의 귀인피드백과 학생의 마인드셋, 그릿전체, 그릿인
내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그릿열정에 대해서는
귀인피드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자기조절력에 대해서는 귀인피드백의 주효과만 있었고 자
기조절력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에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
제적인 지침인 학생의 마인드셋과 그릿에 적합한 교사의 귀인피드
백이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귀인피드백 중에서도 노력 위주의 귀인피드
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성장마인드셋과 높은 그
릿을 지닌 학생들에게 귀인피드백 효과가 컸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
생의 마인드셋과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 처방이 이루어져
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귀인피드백,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 학업성취
학 번 : 2015-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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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업상황에서 성공이란 학생이 원하는 학업성취를 이루는 것이
다.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지능과 같
은 인지적인 요인, 학습동기와 같은 비인지적인 요인, 가정환경과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 등 많은 요인들이 존재한다. 기존에는 지능
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
가 이루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비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Ericsson

&

Charness,

1994;

Duckworth & Yeager, 2015; Heckman & Rubinstein, 2001; Stankov
& Lee, 2014).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비인지적 요인 중에
서도 귀인피드백, 마인드셋(mindset), 그릿(grit), 자기조절력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Duckworth &
Seligman, 2005; Hong, Chiu, Dweck, Lin, & Wan, 1999; Schunk, 1984).
학생이 자신의 학습결과에 대해 어떻게 귀인하고 교사로부터 어
떠한 피드백을 받느냐에 따라 학생이 갖게 되는 태도와 행동은 달
라진다(Blumenfeld, Pintrich, Meece, & Wessels, 1982; Weiner,
1986; Wentzel, 2002). 따라서, 학생의 행동에 대해 교사가 정확한
귀인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학생이 보인 어떠한 결과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이 학생의 입장에서 신뢰롭지 않게 받아들여지면, 학
생은 그 피드백을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에게 정
확한 피드백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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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은 학습자가 자신의 지능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 따라 학습행동 및 학습결과가 달라진다는 지능의 신
념에 관한 암묵이론(implicit theory)이다(Molden & Dweck, 2006).
지금의 마인드셋으로 명명되기에 앞서 Dweck과 Leggett(1988)는 학
습자가 인지한 지능의 변화가능성에 대하여 증진론(incremental
theory)과 실체론(entity theory)의 두 프레임(frame)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증진론은 자신의 지능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력을
통해 변화시키고 신장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다. 반면, 실체론은 지
능에 대해 그것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노력을 하더라도 변화시키기
힘들다는 신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Dweck(2006)은 성장마인드
셋(growth mindset)과 고정마인드셋(fixed mindset) 개념을 제시하
였고, 이후 연구에서는 증진론과 실체론 대신 각각에 대하여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마인드셋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릿은 개인의 잠재성을 발휘 하게하는 비인지적인 특질로 ‘장
기적인 목표(long-term goal)를 이루기 위한 인내심(perseverance)
과 열정(passion)’을 뜻한다(Duckworth, 2006). 자기조절력은 더
가치 있는 보상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
력(Logue, 1988;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으로 일상에
서의 단기적인 성취와 관련된 비인지적인 특질이다. 그릿과 자기조
절력은 서로 관련 있지만 다르다. 그릿은 삶의 전반에 걸친 높은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지속적이고

깊은

열정(deep

commitment)과 관련된 것이며, 자기조절력은 일상과 관련한 상대적
으로 낮은 목표와 단기적인 목표에 대한 의지력이다(Duckworth &
Gross, 2014). 그릿과 자기조절력은 개념적으로 다르지만, 높은 그
릿과 자기조절력을 가진 사람은 삶의 크고 작은 도전과 실패에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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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지닌다는 공
통점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
의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귀인피드백의 교육
적 처치는 Schunk(198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능력, 노력, 능력 x
노력, 노력 x 능력의 네 집단에 통제집단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학생의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은 귀인피드백 처치를
받기 전 학생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상태를 측정하였으며 학업성취
는 수학 과제를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마인드셋, 그릿, 자
기조절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통하여 학생이 지니고 있는 성향에 따라 효
과적인 학업성취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성장마인드셋, 높은 그릿, 높은 자기조절력이 긍정적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는 존재하지만, 어떠한 요인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학생의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이 교사
의 어떤 귀인피드백을 받는지에 따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대
한 구체적이고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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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상황에서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마
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마인드셋은

Dweck(2006)의 이론에 근거하여 노력에 따라 지능이나 능력이 긍정
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성장마인드셋(growth mindset)’과 노력해도
지능이나

능력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고정마인드셋(fixed

mindset)’으로 구분하였다. 그릿은 그릿전체와 그릿을 구성하고 있
는 큰 두 축인 그릿인내(perseverance)와 그릿열정(passion)으로
구분하였다. 학생의 마인드셋, 그릿과 자기조절력은 실험 처치를
가하지 않은 본연의 상태를 측정하였고 수학 학업성취는 2주간에
걸쳐 사전사후로 측정하였다. 집단은 Schunk(1984)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학생의 수학 성취에 대한 귀인을 능력, 노력, 능력 x 노력,
노력 x 능력의 네 집단에 통제집단을 추가하여 다섯 집단으로 구성
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문제 1.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마인드셋(성장, 고정)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문제 2.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그릿(전체, 그릿인내, 그릿열정)
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문제 3.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자기조절력에 따라 수학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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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귀인피드백,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
가. 귀인피드백
귀인이론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과 관련된
이론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결과에 대한 귀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Weiner, 1986).
첫째, 귀인의 소재(locus) 측면이다. 소재 측면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개인 내적(internal)으로 파악하는지 외적(external)으로
파악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둘째, 귀인의 안정성(stability) 측면
이다. 안정성 측면은 결과에 대한 원인이 시간과 상황에 따라 가변
적인지에 대한 것이다. 셋째, 귀인의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측면이다. 통제가능성 측면은 결과에 대한 원인을 제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수학학업성취 결과에 대한 귀인을 노력
(effort)과 능력(ability) 두 측면에 국한지어 사용하였다. 학업
상황에서 귀인의 세 측면에 대하여 노력과 능력을 살펴보면, 노력
귀인은 개인 내적이고 변화 가능한 불안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
다. 그리고 통제가능하다. 반면, 능력 귀인은 개인 내적이고 노력
귀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통제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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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Georgiou, Christou, Stavrinides, & Panaoura, 2002).
한편,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대한 귀인을 능력보다는 노력에 귀인
하도록 초점을 맞춘 것이 귀인재훈련(attributional retraining)
프로그램이다(Tollefson, 2000). 귀인재훈련은 학습자에게 동기적
인 처치(motivational treatment)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의 학습결
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구조화(reframe) 시키는 것
이다(Haynes, Perry, Stupinsky, & Daniels, 2009).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학습자의 학습결과에 대해 노력 귀인피드백을 제공함으로
써

학습자의

성취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Andrews & Debus, 1978; Chapin & Dyck, 1976; Dweck, 1975;
Relich, Debus, & Walker, 1986).
Mueller와 Dweck(1998)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력 피드백을 준
집단과 능력 피드백을 준 집단, 통제 집단으로 구분지어 실험을 진
행하였다. 연구 결과, 노력 피드백을 처치한 집단은 능력 피드백을
처치한 집단과 통제 집단보다 성취가 높았다. 그리고 능력 피드백
을 받은 집단은 추후에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노력 피드백을 받은 집단에 비해 과제 지속성과 과제 흥미가 떨어
졌다.
하지만, 능력 귀인피드백을 제공받은 학생의 수학성취와 자기효
능감이 노력 귀인피드백을 받은 학생보다 높았다는 연구도 존재한
다. Schunk(1984)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능력 귀인피드백만 처치
한 집단, 노력 귀인피드백만 처치한 집단, 처음에는 능력 귀인피드
백을 주지만 나중에는 노력 귀인피드백을 준 집단, 처음에는 노력
귀인피드백을 주고 나중에는 능력 귀인피드백을 준 집단으로 나누
어 실험하였다. 연구 결과, 능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과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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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능력 귀인피드백을 받고 후에 노력 귀인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수학 성취와 자기효능감이 노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과 처음
에 노력 귀인피드백을 받고 나중에 능력 귀인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수학 성취와 자기효능감보다 높았다.
귀인피드백에 대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노력
귀인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은지, 능력 귀인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
은지, 노력과 능력 귀인피드백을 모두 주는 것이 좋은지, 노력과
능력 귀인피드백을 모두 준다면 어떤 순서로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그 효과성이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지지 않고 혼재되어 있다
(신소영, 강명희, 2009). 다시 말해, 학생이 이룬 성취에 대하여
어떠한 귀인피드백을 주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
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Robertson, 2000).
따라서 본 연구는 귀인피드백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귀인피드
백이 효과가 있다면 학습자에게 노력 귀인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능력 귀인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파악하
고자 하였다. 또한, 노력과 능력 귀인피드백을 모두 제공한다면 어
떠한 순서(sequential)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학업성취를
가져오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적용된 귀인피드백 집단
은 Schunk(1984)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능력, 노력, 능력 x 노력
(선: 능력 피드백 x 후: 노력 피드백), 노력 x 능력(선: 노력 피드
백 x 후: 능력 피드백)의 네 집단에 통제집단을 추가하여 다섯 집
단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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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마인드셋(mindset)
마인드셋은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에 대한 신념이다. Dweck(2006)
은 마인드셋에 대하여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이 얼마든지 긍정적으
로 변화할 수 있다는 성장마인드셋(growth mindset)과 아무리 노력
하더라도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은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지각하는
고정마인드셋(fixed mindset)으로 구분 지었다<표 1>.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능에 대한 신념을 어떻게
지니는가에

따라

학습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진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Dweck & Leggett, 1988).
Dweck(2006)에 따르면,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인 성장마인드셋
을 지니는 학생은 도전적인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하
다가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금세
일어서서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또한, 타인에게 비판
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그 안에서 배울점을 찾으며 다른 사람의 성
공을 통해서도 배울점을 찾아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결국 이러한 자세들을 지니며 노력한 결과 그들이 원하는 성취를
달성하게 된다.
반면,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도전적인 과제를 위협으로 간
주하여 방어적이 되고 회피하려고 한다. 따라서 과제를 하다가 어
려움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며 주변으로부터 받는 건설적인 비판을
무시한다. 그 결과,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성장이 더디거나 정
체되어 그들의 잠재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Dweck,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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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장마인드셋과 고정마인드셋 비교(Dweck, 2006)
태도

성장마인드셋

고정마인드셋

도전

도전 수용(embrace)

도전 회피

어려움에 처해도

방어적이 되거나

포기하지 않음

쉽게 포기함

노력을

노력을 헛되게(fruitless)

어려움

노력

비판

숙달(mastery)의

생각하거나

과정으로 봄

것으로 봄

비판으로부터 배움
타인의 성공을 통해

타인의 성공

교훈을 발견하고
영감을 받음

결과

높은 성취를 이룸

열등한

유용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무시함
타인의 성공을
위협으로 간주함
일찍 정체(plateau)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함

Dweck(2015)은 학생의 마인드셋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면
학생의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보다 뛰어난 성취를 보이며 학생
이 성장마인드셋을 가지도록 도와줘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학생의
성장마인드셋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이 학습의 결과에만 주목
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제 또는 새로운 기술(strategy)을 학습
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교육해야한다고 하였다.
한편, 지능에 대한 고정적 신념인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대체로 수행목표(performance goal) 성향을 보였으나, 지능에 대한
향상적 신념인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학습목표(learning
goal) 성향을 보였다(Dweck, Chiu, & Hong, 1995). 이 때, 수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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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목표(avoid challenge)를 가진 학생은 대체로 고정마인드셋 성향
을 나타냈지만, 수행접근목표(seek challenge)를 가진 학생은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비율과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비율이 비슷했다
(Dweck & Leggett, 1988). 즉, 수행목표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정마인드셋 성향의 학생은 아니며 도전(challenege)을 대
하는 태도에 따라 마인드셋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지
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고
고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수행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해서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성취상황에서 지능에 대한 신념, 목표와 행동 패턴
(Dweck & Leggett, 1988)
지능에 대한
신념

지능에 대한

목표지향

인식

숙달지향

학습목표
증가적 신념

(목표는 능력을

높거나

(학습을 촉진시키는

낮음

도전을 추구함,

향상시키기 위함)

높은 인내심)
숙달지향

수행목표
(목표는 긍정적인
고정적 신념

행동 패턴

높음

평가를 받기 위함

높은 인내심)
무기력

/능력에 대한 부
정적인 평가를 피

(도전을 추구함,

낮음

(도전회피,
낮은 인내심)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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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릿(grit)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표(long-term goal)를 이루기 위한 인
내심(perseverance)과 열정(passion)이다(Duckworth, 2006). 그릿
은 아직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을 중심
으로 하여 국외에서는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그 중요성 또한 강조
되고 있다. 특히, 미국 교육부는 그릿을 21세를 살아가는 데 필요
한

핵심

요소로

선정하였다(Shechtman,

DeBarger,

Dornsife,

Rosier, & Yarnall, 2013).
그릿은 노력의 꾸준함(perseverance of effort)과 관심의 일관성
(consistency of interests)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노력의 꾸준함
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다. 관심의 일관성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흥미를 잃지 않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릿은 등산이나 마라톤처럼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성공
적으로 이루기 위한 필요한 속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왜냐하면 등
산과 마라톤은 장기적인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열정을 가
지고 꾸준히 노력해야하며,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인내해
야하기 때문이다. Duckworth, Peterson, Matthews와 Kelly(2007)는
그릿에 대하여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겪게 될 실패,
역경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도전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유
지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들은 지능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이 뛰어

- 11 -

난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듯(Gottfredson, 1997), 장기간에 걸
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자하는 비인지적 요인 또한 뛰어
난 성취를 달성하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하여 이것을 그
릿이라 하였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2006)는 미국 육군사관학교라 할 수 있는 웨스트포인
트(West Point)에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기준에는 뛰어난 고등학교 성적, 뛰어난 SAT 점수, 우수한 체
력, 추천서 등이 포함된다. 즉, 지덕체를 모두 갖춘 전인적인 소양
이 있어야 입학이 가능할 만큼 웨스트포인트에 입학하는 것은 어렵
다. 그런데 이렇게 우수한 소양을 갖춘 학생들 중에서 모두가 졸업
하는 것은 아니고 입학생 20명 중 한 명 꼴로 중도에 포기하고 퇴
학하는 학생이 나온다. 중간에 퇴학하는 학생들은 입학 첫 해 여름
에 진행되는 고된 훈련 중에 그만두었다. 무엇이 고된 훈련을 포기
하지 않고 잘 견뎌내는지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다른 어떠
한 요인보다도 그릿이 가장 잘 예측했다.
웨스트포인트 연구에서도 검증되었지만, 그릿은 군대, 직업, 학
교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거나 다니는 것을 유의하
게 예측하였다. 특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직하지 않고 회사에 계
속 남는 것을 예측하는 것에 있어 그릿이 성격 5요인 중 어떤 요인
보다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Eskreis-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
Duckworth(2016)는 학문 한 분야만 국한 짓지 않고 예술, 체육,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어떠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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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 대한 인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
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즉, 그릿을 이루고 있는 큰 두 축인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들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Goodwin과 Miller(2013)는 그릿이 높은 사람의 특성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그릿이

높은

사람은

목표지향성

(goal-directedness)이 명확하여 자신의 목표가 무엇이며 그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둘째, 동기
(motivation) 수준이 높아 자신이 상정한 목표를 꼭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셋째, 자기통제(self-control) 수준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한 것을 피하려 하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
한다. 넷째,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어 도전을 받아들이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것을 학습의 기회로 삼는다.
높은 그릿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열정
을 가지고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걸어가더라도 그것이 기쁨
(pleasure)과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높은 그릿을 가진 사
람은 자신이 추구하고자하는 목표에 의미(meaning)를 부여하고 참
여(engagement)하지만, 기쁨을 추구하는 것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von Culin, Tsukayama, & Duckworth, 2014). 이와 같은 결
과는 더 많은 교육을 받고 전문적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들의 행
복에 이르는 길에 자신이 목표하는 것에 대한 참여와 의미를 발견
하고 추구하려고 하지만,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Schueller & Seligman, 2010)와 궤를 같이 한다.
한편, 그릿과 혼동하기 쉬운 구인으로는 대표적으로 McCrae와
Costa(1987)의 성격 5요인(big five personality factors) 중 성실
성(conscientiousness)이 있다. 그릿과 성실성을 구분 짓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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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점에 대해 Duckworth 등(2007)은 그릿이 성실성에 비해 상
대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지구력(long-term stamina)과 관련되어 있
다고 주장한다.
또한, Duckworth 등(2007)에 따르면 그릿은 McClelland(1961)가
제안한 성취욕구와도 혼동할 수 있지만, 그릿과 성취욕구는 다르
다. 높은 그릿을 가진 사람은 성취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이나 보
상이 없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목표를 추구하는 반면, 높은 성
취욕구를 가진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즉각적인 피드백 또는 보상
이 중요하다.
Duckworth(2016)는 그릿을 함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크
게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한 가지는 내 안에서 그릿을 함양하는
방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외부에서 그릿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방법이다. 내 안에서 그릿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자신의 관심사(interest)를 명확하게 상정하는 것이다.
Nye, Su, Rounds와 Drasgow(2012)가 직업에 대한 흥미와 성취를 다
룬 60년간의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
를 느낄 때 뛰어난 성취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자신이 열정을 다할 수 있을만한 분야를 다양하게 탐색해서 찾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둘째, 관심사를 정했으면 그것에 대해 원하는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연습(practice)하는 것이다. 이 때, 연습은 단순한 연
습이 아니라 Ericsson, Krampe와 Tesch-Romer(1993)가 제시한 의식
적인 연습(deliberate practice)이다. 의식적인 연습은 양과 질적
으로 높은 수준의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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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높은 목표(purpose)을 갖는 것이다. 높은 목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일 뿐만 아니라, 그 목표가 타인에
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희망(hope)
을 갖는 것이다. Dweck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높은 그릿을 가지고 있었다. 목표를 추구
과정 중 어려움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힘듦을 딛고 일어서서
다시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자기조절력

자기조절력은 어떠한 규칙을 따르거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또한, 자기조절력은 내적동기와
외부제약 사이의 갈등(conflict)을 원만하게 다루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Baumeister & Vohs, 2007). Logue(1988)는 자기조절력
에 대하여 작은 것을 추구함으로 인한 강화보다 더 많은 보상을 기
대하며 자신의 행동을 지연시키는 경향(tendency)이라고 하였다.
Baumeister와 Vohs(2007)에 따르면, 자기조절력은 네 가지 구성
요소(component)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구성요소는 기준(standard)이다. 조절을 한다는 것은 어
떠한 기준이 있음이 전제된다. 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하면 기준
을 맞추기 위해 발휘하는 자기조절이 쉽지 않아진다. 기준이 다름
에 따라 감정적 반응과 행동의 과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Higgins, 1987)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자기조절력이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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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드러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두 번째 구성요소는 모니터링(monitoring)이다. 어떠한 행동이
기준을 이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모니터링 과정이다. 모니
터링을 통해 만약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자기조절력이 발휘되어 다
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 구성요소는 의지(willpower)이다.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는 노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힘과 에너지가 든다. 자기조절력
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힘과 에너지인 의지가 필요하다.
네 번째 구성요소는 동기(motivation)이다. 만약 목표 또는 기준
에 맞추려는 동기가 없다면, 기준이 명확하고 모니터링이 효과적이며
의지가 충만하더라도 자기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자기조절력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모두 완벽히 갖추어져
있어야만 자기조절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다(Baumeister & Vohs,
2007). 경우에 따라서 네 가지 구성요소는 서로 다른 구성요소를
보완하거나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기가 매우
충만하다면 의지가 조금 부족하거나 모니터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더라도 자기조절력이 잘 드러날 수 있다.
Porath와 Bateman(2006)은 세일즈맨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자기조절전략(self-regulation tactic)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학습
목표성향(learning

goal

orientation)과

수행접근목표성향

(performance-prove goal orientation)을 지니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성과도 좋았다고 밝혔다. 반면, 수행회피목표성향(performance-avoid
goal orientation)을 보인 사람은 성과가 좋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자기조절전략은 목표성향과 성취 사이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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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자기조절력이 학습 상황에서 잘 이루어졌을 때의 효과를
논의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이 있다(Zimmerman, 1989). 자기조절학습을 잘하는 학생은 메타인
지(meta-cognition), 동기, 행동 측면에서 모두 적극적이고 뛰어난
학생이었다(Zimmerman & Pons, 1986). 그리고 자기조절력을 학습과
자신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결부시켰다. 따라서 학생이 학업에
대한 의지와 기술의 부족함을 보일 때 교육자는 자기조절학습을 학
생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Zimmerma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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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해야한다고

하였다

2. 귀인피드백,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과
학업성취
일반적으로 성공에 대한 정의는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학
생의 학교생활에 국한지어 생각해봤을 때에도 학생에게 있어 성공
은 학생 개개인의 생각과 과제마다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 하지
만, 일반적으로 학생에게 기대되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학업성취
관점과 상황을 고려하면, 이때의 성공이란 학생이 원하는 학업성취
를 이루는 것이다.
학생의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연
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연구자에게도 중요한 연구문제로 여겨져
왔다. 성공적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학습전략과 같은 인지적인 요인, 둘째, 학습동기와 같은
비인지적인 요인, 셋째, 학교와 가정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이다.
좀 더 광범위하게 살펴보면 세 가지 요인 이외에도 많은 요인들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게 된다.
기존에는 지능과 같은 인지적 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근래에는 비인지적 요인의 중
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Ericsson

&

Charness, 1994; Heckman & Rubinstein, 2001; Stankov & Lee,
2014). 수많은 비인지적 요인 중에서도 귀인피드백, 마인드셋, 그
릿, 자기조절력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Duckworth & Gross, 2014; Hong, Chiu, Dweck, Lin, & Wan,

- 18 -

1999; Schunk, 1984; Stipek & Gralinski, 1996).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귀인피드백,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며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theoretical), 실증적(empirical) 연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가. 귀인피드백과 학업성취
일반적으로 사람의 성취와 관련된 귀인 대부분은 노력, 능력과
같은 내적 요인으로 하게 된다(Weiner, 1992). 특히 학습에 있어서
귀인은 학습결과의 원인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동기
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노력과 능력 같이 내적 요인으로 귀인 하
는 것은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중요하다(Stipek
& Weisz, 1981).
학생이 학습결과에 대해 어떻게 귀인하고 교사로부터 어떠한 피
드백을 받느냐는 추후 학업성취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
는

학생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Blumenfeld et al., 1982). 예를 들어, 열심히 노력해서 수학 시
험문제를 풀었음에도 수학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점수
를 잘 받지 못한 학생에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다음 시험에서 점수
를 잘 받을 것이라는 피드백은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
황에서 그 학생은 열심히 노력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라는 노력 귀인피드백을 제공하면 교사의 피드백을 신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경우라면 그 학생은 결국 낮
은 학업성취에 대해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더 강화된다(Robert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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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상황에 맞는 믿을 수 있고 정확한 귀
인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는 귀인피드백과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
구가 많지 않으나, 국외에는 오래전부터 많이 이루어져 왔다(신소
영, 강명희, 2009; 이영희, 정종진, 2002; Andrews & Debus, 1978;
Chapin & Dyck, 1976; Dweck, 1975; Mueller & Dweck, 1998;
Robertson, 2000; Schunk, 1981, 1982, 1983, 1984; Schunk &
Rice, 1986). 하지만, 어떠한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에게 어느 귀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결론은 하나로 귀결되
지 않았다(Robertson, 2000).
우선 국내의 연구 중에는 신소영과 강명희(2009)가 대학생 127명
을 대상으로 e-PBL(Problem-Based Learning) 상황에서 개별학습과
협동학습 결과에 대한 귀인피드백 유형을 노력과 능력으로 나누어
학업성취도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성취에 대한 귀인피
드백의 영향력은 유의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별학습
결과에 대해 노력 귀인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개별학습 결과에 대해
능력 귀인피드백을 받은 집단보다 높은 학업성취를 보였다. 그리고
같은 귀인피드백을 받더라도 개별학습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협동학습 결과에 대해 피드백을 받은 집단보다 학업성취가
높았다.
한편, 신소영과 강명희(2009)의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성취목표유
형과 귀인피드백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학습자가
숙달접근목표 지향적인 경우 노력 귀인피드백을 받았을 때 학업성
취가 가장 높았다. 즉, 숙달접근목표와 귀인피드백의 상호작용 효
과가 있었다. 이 결과는 학습자의 숙달접근목표가 노력과 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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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Ames & Archer, 1988;
Mueller & Dweck, 1998).
수학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영희와 정종진
(2000)의 연구는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밝혔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 45명
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지어 진행되었다. 이 때,
귀인은 학생의 사전성취를 바탕으로 높은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에
게는 능력과 노력 귀인피드백을 제공한 반면, 낮은 학업성취를 보
인 학생에게는 노력 귀인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 사전 수
학성취검사 때에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귀인피드백을 제공한 후 사후 수학성취검사 때에는 실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성취를 보였다.
한편, 이영희와 정종진(2000)의 연구에서는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자기효능감 증진과 증진된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지
에 대해서도에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귀인피드백을 처치 받은 실
험집단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귀인피드백을 받은 실험집단 중 자기효능감 증진 정도에 따라서도
학업성취 수준이 달라졌는데, 높은 자기효능감 증진을 보인 집단이
낮은 자기효능감 증진을 보인 집단에 비해 학업성취 증가 폭이 컸다.
국외에서는 국내보다 오래전부터 좀 더 다양한 귀인피드백 연구
들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Schunk의 귀인피드백과 학업성취,
자기효능감을 연계지어 실험한 연구가 대표적이다(Schunk, 1981,
1982, 1983, 1984; Schunk & Rice, 1986). Schunk는 특히 귀인피드
백이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4년간 연달아 논문을 냈
는데 이에 대해 발행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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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nk(1981)는 낮은 수학학업성취, 낮은 끈기(persistence), 낮
은 자신감(self-confidence)을 보이는 9살에서 11살 사이의 어린
학생 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을 모델링과 귀인피드백
제공(modeling – attribution), 모델링만 제공(modeling – no attribution),
직접교수와 귀인피드백 제공(didactic – attribution), 직접교수만
제공(didactic – no attribution), 통제집단(control)의 총 다섯 집
단으로 무선배정(randomly assigned) 하였다.
그 후,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집단에 대하여 수학적 기술과 지식
을 55분간 세 번씩 제공하였다. 특히, 귀인피드백은 노력 귀인으로
만 하도록 처치하였으며 학생들은 세 번의 수학적 기술과 지식을
제공받을 동안 총 20번 정도의 피드백을 받았다. 이 때, 뛰어난 성
취를 보인 학생에게는 ‘너는 정말 열심히 했구나(You worked really
hard on that one)’의 노력피드백을 주었고,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
에게는 ‘좀 더 열심히 해보렴(You need to work harder)’의 노력피
드백을 처치하였다.
연구결과, 통제집단만 제외하고 나머지 네 집단에서 수학학업성
취, 끈기, 자기효능감 모두 유의하게 높아졌다. 통제집단에서 유의
한 차이는 끈기에서만 있었는데, 사후검사에서 오히려 끈기에 대한
점수가 더 낮아졌다. Schunk(1981)의 연구결과 중 가장 높은 수학
학업성취 점수를 받은 집단은 모델링과 노력 귀인피드백 모두를 받
은 집단이었다.
그 다음해 Schunk(1982)는 집단에 따른 처치를 달리하여 귀인피
드백 효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때에는 학생의 문제 푸는
진행상황에 대한 피드백을 달리 제공하였다. 첫 번째 집단(past
attribution)에게는 학생이 문제 푸는 동안 감독관(proctor)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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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서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You’ve been
working hard)’의 노력피드백을 주었다. 두 번째 집단(future
attribution)에게는 첫 번째 집단과 같이 학생이 문제 푸는 동안
감독관이 다가가서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You
need to work hard)’의 노력피드백을 주었다. 세 번째 집단에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집단에서처럼 진행상황을 물어보지만 아무 피드
백도 주지 않고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monitoring)만 하였다.
마지막 네 번째 집단은 통제집단이기 때문에 모니터링도 피드백도
주지 않았다.
연구결과, 네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좀 더 자세히 살
펴보면, 학생의 문제 푸는 진행상황에 대해 ‘열심히 하고 있구나
(You’ve been working hard)’의 노력피드백을 처치한 첫 번째 집단
의 수학학업성취가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You need to work hard)’의 노력피드백을 처치한
두 번째 집단도 첫 번째 집단만큼은 아니었지만 수학학업성취가 높
아졌다.
Schunk(1983)는 그 다음해에 능력 귀인피드백을 집단을 포함하는
실험을 하였다. 8살에서 10살 사이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44명을
대상으로 능력 피드백, 노력 피드백, 능력 x 노력 피드백, 통제집단
에 11명씩 배정하여 진행된 실험이다.
우선 수학 뺄셈문제로 사전 수학학업성취검사를 하고 학생들에게
수학 기술과 지식을 네 집단 모두에게 제공 하였다. 그 후 집단 구분
에 따라 실험처치를 달리하여 귀인피드백의 처치효과를 검증하였다.
능력 귀인피드백 집단에게는 학생이 문제 푸는 동안 감독관이 다
가가서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이것을 잘하는구나(You’re goo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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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와 같은 능력피드백을 주었다. 노력 귀인피드백 집단에게는
능력 귀인피드백 집단 때와 마찬가지로 학생이 문제 푸는 동안 감
독관이 다가가서 진행상황을 물어보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You’ve
been working hard)’와 같은 노력피드백을 주었다. 능력과 노력 귀
인피드백을 모두 주는 집단에게는 각각의 학생에게 능력과 노력에
대한 피드백 순서를 달리하지만 모두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1번
학생에게는 능력 먼저 노력 나중, 2번 학생에게는 노력 먼저 능력
나중, 3번 학생에게는 다시 능력 먼저 노력 나중의 피드백을 주어
처치 순서의 효과를 상쇄(counterbalancing) 시키고자 하였다. 피
드백 내용은 능력 먼저 노력 나중일 경우, ‘이것을 잘하는구나
(You’re good at this)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You’ve been
working hard)’를 제공하였고, 노력 먼저 능력 나중일 경우는 순서
를 달리하여 ‘열심히 하고 있구나(You’ve been working hard) 그리
고 이것을 잘하는구나(You’re good at this)’를 처치하였다. 통제집
단에게는 모니터링은 하지만 능력이나 노력 귀인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다.
연구결과, 통제집단을 제외하고 귀인피드백을 받은 세 집단은 사
후 수학학업성취에서 유의한 차이로 점수가 올랐다. 특히, 능력 귀
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의 수학학업성취 점수가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노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과 능력 x
노력 귀인피드백을 동시에 받은 집단 간의 사후수학학업성취에 대
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네 집단에 따라 사전과 사후의 자기효능감
에 대해서도 측정을 하여 분석하였는데, 수학학업성취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능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의 자기효능감 상승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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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컸다. 능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의 사후 자기효능감은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 유의한 차이로 높았다. 그리고 통제집단 보
다는 유의하게 높았지만, 노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과 능력 x
노력 귀인피드백을 동시에 받은 집단 간의 사후 자기효능감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Schunk(1983)는 능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의 사후 수학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결과를 보인 것은
학생들이 능력 있고 문제를 잘 푼다고 스스로도 판단했기 때문이라
고 분석하였다. 또한, 능력 피드백만을 받은 학생들은 노력 피드백
만을 받은 학생들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은 노력이 들었다
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역 상
쇄(inverse compensation)한다는 결과는 Kun(1977)과 Surber(1980)
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우수한 학업성취를
이루었다는

것이

그들의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킨다(Bandura

&

Schunk, 1981). 이는 결국 능력 귀인피드백을 받아 자기효능감이
강해지면, 뒤이어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1983년 연구에서 Schunk는 능력 x 노력 귀인피드백 집단에 대한
피드백을 상쇄균형화(counterbalancing)하였지만, 1984년의 연구에
서는 피드백 제시 순서에 따른 효과(sequential effect)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3학년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자
기효능감과 사전 수학학업성취를 측정하였다. 그 후, 40명의 학생
은 능력 귀인피드백, 노력 귀인피드백, 능력 x 노력 귀인피드백,
노력 x 능력 귀인피드백의 네 집단에 10명씩 무작위 배정(randomly
assigned) 되었다. 그리고 매 40분간 수학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제
공을 4일 동안 연달아 받았다.

- 25 -

예를 들어, 능력 귀인피드백만을 받는 집단은 4일 연속 능력 피
드백만을 받았다. 이 때, 한 번에 한 학생당 5번의 피드백을 받았
으며 4일간 총 20번의 능력 귀인피드백을 처치 받았다. 능력 피드
백의 내용은 선행연구(Schunk, 1983)에서처럼 ‘이것을 잘하는구나
(You’re good at this)’였다. 노력 귀인피드백만을 받는 집단 역시
능력 귀인피드백 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4일 연속 노력 피드백
만을 받았다. 이때에도 노력 피드백의 내용은 선행연구(Schunk,
1983)에서처럼 ‘열심히 하고 있구나(You’ve been working hard)’였
다. 이때에도 한 번에 한 학생당 5번의 피드백을 받았으며, 4일간
총 20번의 노력 귀인피드백을 처치 받았다. 반면, 능력 x 노력 귀
인피드백을 받는 집단은 처음 두 번의 수업 때에는 능력 귀인피드
백만을 받고 나머지 두 번의 수업에서는 노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았
다. 노력 x 능력 귀인피드백 집단은 능력 x 노력 귀인피드백 집단
과 순서만 달리해서 처치 받았다.
연구결과, 실험처치를 받은 네 집단 모두 사전보다 사후 수학학
업성취와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능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과 능력 귀인피드백을 먼저 받고 노
력 귀인피드백을 나중에 받은 집단이 그 반대의 경우인 노력 귀인
피드백을 처음에 받은 집단들보다 사후 수학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
이 높았다. 하지만, 능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과 능력 x 노력
귀인피드백을 받은 집단 사이에는 사후 수학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
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력 귀인피드백만을
받은 집단과 노력 x 능력 귀인피드백을 집단 사이에도 동일했다.
즉, 학생은 처음에 받은 귀인피드백을 더 크게 받아들인 것이다.
Schunk(1983, 1984)의 연구는 결국 능력 귀인피드백이 노력 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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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을 처치했을 때보다 학생의 수학학업성취와 자기효능감에 긍
정적이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노력 귀인피드백이 능력 귀인피드백보다 학업성
취에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Mueller와
Dweck(1998)의 연구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특히 학생이 어려운 상황
에 직면했을 때 노력 피드백을 제공했던 집단의 학생들이 능력 피
드백을 받은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음을 밝혔다.
Mueller와 Dweck(1998)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128명 중 41명의 학생들은 ‘이 문제들을 푸는
것에 재능이 있구나(You must be smart at these problems)’와 같은
능력 귀인피드백을 받는 집단에 배정되었다. 반면, 또 다른 41명의
학생들은 ‘이 문제들을 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해(You must have
worked hard at these problems)’와 같은 노력 귀인피드백을 받는
집단에 배정되었다. 나머지 46명의 학생들은 피드백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배정되었다.
연구결과, 노력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능력 피드백 집단과 통제
집단 보다 문제를 더 많이 맞추었다. 특히, 문제를 잘 풀지 못했을
때의 반응이 달랐는데 노력 피드백을 받은 집단은 문제를 잘 풀지
못한 것에 대해 능력 부족보다는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했
다. 반면, 능력 피드백을 받은 집단은 문제를 잘 풀지 못한 것에
대해 노력부족 보다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겼다.
한편, 노력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능력 피드백을 받은 집단보다
과제 지속성(task persistence)이 높았지만, 노력 피드백 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노력 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능력 피드백 집단과 통제집단 보다 과제 흥미(task

- 27 -

enjoyment)가 높았다.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느 귀인피드백이 효과가
있는지 논란이 있는 가운데, 학습에 어려움(learning difficulty)
을 겪는 학생들에게 노력 귀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
다는 연구도 있다. Robertson(2000)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을 대상으로 연구된 귀인재훈련(attribution training)에 관한 20
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게 지나치게 노력 피드백을 주며 노력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면 이
들이 부정적인 학업성취를 냈을 때 자신의 낮은 능력을 재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 열심히 하는 학
생에게 노력 피드백을 제공했음에도 좋지 않은 학업성취 결과를 보
였다면, 그 학생은 자신이 성공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Pearl, 1985).
결국 학생이 보인 성취에 대한 교사의 귀인 처치는 학생의 읽기
능력, 기억, 수학 등 학업성취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Fulk & Mastropieri, 1990).

나. 마인드셋과 학업성취
국내에는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학생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외
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성장
마인드셋은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Aronson,
Fried, & Good, 2002;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Dweck, Chiu, & Hong, 1995; Good, Aronson, & Inzlicht,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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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pek & Gralinski, 1996).
Blackwell, Trzesniewski와 Dweck(2007)은 New York City에 있는
공립 중등학교(public secondary school) 7학년 학생 373명(남자
175명, 여자 198명)을 대상으로 2년간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2년 동안 총 네 번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7학년으로 처음 입학한 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신념과 학업성취와
관련된 신념을 측정하였다. 이 후, 학생의 신념이 7학년에서 8학년
으로 올라감에 따라 수학학업성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였다. 연구 결과, 7학년 초기에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가지
고 있는 학생은 8학년의 마지막 수학학업성취에서 높은 점수를 얻
었다. 또한, 학생이 지니고 있는 지능에 대한 신념은 시간과 상호
작용을 보이며 추후 수학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즉, 지
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2년에 걸친 네 시점
의 연구에서 수학학업성취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지능에 대한
고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의 점수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려
갔다.
Aronson, Fried와 Good(2002)은 미국 Standford 대학교 학부생
79명을 대상으로 지능에 대한 가변적(malleable) 신념 훈련이 학업
성취(GPA)와 학업에 대한 즐거움, 학업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인 영
향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세 집단으로 나누
어 실험연구로 진행되었는데 실험처치는 친구에게 편지쓰기(pen
pal)로 하였다. 첫 번째 집단은 지능에 대한 가변적 신념을 처치하
여 어려움(difficulty)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능력은 고정되어 있
지 않고 근육처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편지 쓰는 집단이다. 두 번
째 집단은 첫 번째 집단과 같은 상황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되 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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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가변적 신념을 처치하지 않은 집단이다. 마지막 집단은 아
무 처치도 가하지 않은 통제집단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지능
에 대하여 가변적 신념을 처치한 첫 번째 집단은 지능에 대한 가변
적 신념을 가졌으며, 이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집단보다 유의하게
학업성취, 학업에 대한 즐거움, 학업에 대한 신념에 긍정적인 영향
을 주었다.
미국의 7학년 학생 1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Good, Aronson과
Inzlicht(2003)의 연구에서도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처치한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수학학업성취가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증
가적 신념을 처치 받은 집단의 여학생이 통제 집단의 여학생보다
높은 수학 성적을 거두었다.
Stipek과 Gralinski(1996)는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319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지능에 대한 신념과 학업성취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능에 대한 고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지능과 학업성적이 증가하지 않았다.
Dweck, Chiu와 Hong(1995) 연구에서는 지능에 대한 고정적 신념
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에 대해 걱정이 많았고, 이는
부정적인 성취를 보인 후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도 연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지닌 학생들은
부정적인

성취를

긍정적으로

매개할

수

있는

노력과

전략

(strategy) 같은 구체적이고 행동적인 요인에 집중했다.
선행연구 결과가 뒷받침하듯 마인드셋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
을 준다. 특히,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인 성장마인드셋을 지니면
학업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잘 극복하며 결국 학습과 관련한
성취를 증진시킬 수 있다(Paunes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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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5). 그 이유는 성

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들의 능력에 대한
가변성을 믿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며 이
를 통해 결국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키기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또
한, 그 과정에서 도전을 추구하고 노력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
기 때문이다(Rattan, Savani, Chugh, & Dweck, 2015).

다. 그릿과 학업성취

그릿은 국내에서 아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국외에
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높은 그
릿을 지닌 학생은 높은 학업성취를 보였다(이수란, 손영우, 2013;
이정림, 2015; Bowman, Hill, Denson, & Bronkema, 2015;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Duckworth & Quinn, 2009;
Rojas, 2015; Strayhorn, 2013; Wolters & Hussain, 2015).
우선,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수란과 손영우(2013)가 고등학
생 99명을 대상으로 그릿과 의식적인 연습(deliberate practice)이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
에서 의식적인 연습은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매우 중요하므로 학생
들로 하여금 공부한 시간을 다이어리에 1주일간 기록하도록 하였
다. 학업성취는 언어, 수학, 외국어에 대한 성적을 표준화하여 사
용하였다. 연구결과, 그릿은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지능
과 성격 5요인을 통제하고서도 그릿은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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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수란과 손영우(2013)의 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쓰인 의
식적인 연습(Ericsson, Krampe, & Tesch-Romer, 1993)은 그릿과 학
업성취 사이에서 이들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높은
그릿과 낮은 그릿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스스로 의식적인 연습을 많
이 할수록 학업성취가 높았다. 하지만,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은 의
식적인 연습을 적게 하더라도 학업성취가 높았던 반면, 낮은 그릿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의식적인 연습을 적게 하면 학업성취가 낮았다.
국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정림
(2015)의 연구에서도 그릿은 전국연합학력평가의 학업성취 점수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마인드셋이 그릿을 매개로 학
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증했는데, 연구결과 마인드셋은 그
릿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학생의 그릿이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국외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릿에 대한 개념을 제시하고 활발히 연구하고 있는 Duckworth
등(2007)은 Pennsylvania 대학교 학부생 139명을 대상으로 그릿과
학업성취(GPA)와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높은 그릿을 지
닌 학생은 뛰어난 학업성취를 이루었다. 특히, 학생들의 대학 입학
시험점수인 SAT 점수를 통제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가 더 커졌다.
7학년에서 11학년으로 구성된 좀 더 어린 학생 279명을 대상으로
Duckworth와 Quinn(2009)이 진행한 연구는 2006년 봄과 2007년 봄 두
번 그릿과 학업성취(GPA)와의 관계를 검증했다. 이 때, 연구 참여자가
7학년에서 11학년으로 구성되었기에 나이를 통제하여 분석하였다. 연
구결과, 2006년 봄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은 우수한 학업성취를 이루
었다. 그 다음해인 2007년 봄에도 높은 그릿을 가진 학생은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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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를 보였다.
Rojas(2015)는 미국의 대학교 학부생 817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
는데 나이와 민족 그리고 성별을 통제했을 때에도 그릿은 학업성취
(GPA)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Strayhorn(2013)도 미국의 대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에서 높은 그릿은 나이, 사전 학업성취 등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통제했을 때에도 낮은 그릿보다 높은 학점(GPA)
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이었다.
한편, 그릿전체로 분석하지 않고 그릿 척도를 이루고 있는 큰 두
축인 노력의 꾸준함(perseverance of effort)과 관심의 일관성
(consistency of interests)을 나누어 분석한 연구는 노력의 꾸준
함만이 학업성취를 긍정적으로 예측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Bowman,
Hill, Denson, & Bronkema, 2015; Wolter & Hussain, 2015).
Bowman 등(2015)이 미국의 대학교 학부생 417명을 대상으로 연구
한 그릿과 학업성취(GPA) 연구는 그릿 척도를 이루고 있는 노력의
꾸준함과 관심의 일관성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 때,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인 민족(ethnicity), 성별(gender), 학년
(year in school)과 부모수입(parental income)을 통제하고 검증하
였다. 연구결과, 노력의 꾸준함은 학업성취를 정적으로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관심의 일관성은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
하였다.
Wolters와 Hussain(2015)도 미국의 대학교 학부생 213명을 대상
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Bowman 등(2015)의 연구와 마
찬가지로 학생의 학업성취(GPA)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그릿의 요인은 노력의 꾸준함이었다. 그리고 관심의 일관성은 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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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에 근거하면 그릿과 학업성취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으며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은 높은 학업성취를 이루었음이 밝혀
졌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Duckworth &
Quinn, 2009; Rojas, 2015). 하지만, 그릿전체보다도 그릿을 이루
고 있는 큰 두 축 중에서 한 가지인 노력의 꾸준함이 긍정적인 학
업성취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도 분명 존재한다(Bowman, Hill,
Denson, & Bronkema, 2015; Wolters & Hussain, 2015).
이러한 결과는 그릿과 참여(engagement), 그릿과 즐거움(pleasure)
에 대한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von Culin et al., 2014). von
Culin 등(2014)은 미국의 성인 317명을 대상으로 그릿과 참여
(engagement), 의미(meaning), 즐거움(pleasure) 간의 관계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인생에서 무엇인가에 몰두하는 참여를 추구하는
사람은 높은 그릿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인생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를 가져다준다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높은 그릿을 가지
고 있었다. 하지만, 인생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은 낮은 그릿
점수를 나타냈다.
이로 보아 우수한 학업성취를 보인 학생 중에는 학업 자체가 즐
거움을 가져다주지는 않을지라도 그것이 의미 있고 몰두할만하다고
생각하면 노력의 지속성을 가지고 학업에 참여하며 뛰어난 성취 또
한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Schueller와 Seligman(2010)
도 더 교육을 받고 직업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은 어떠한 일에 몰두
하고 그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만, 그 일에서 즐거움을 얻으
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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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기조절력과 학업성취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
인 자기조절력(Baumeister & Vohs, 2007)은 학업성취과 관련한 변
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Duckworth & Seligman, 2005;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Zimmerman, 1990).
우선,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자기조절학습은 학생의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임신일(2007)은 고등학생
264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학습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 연구결과, 자기조절학습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초인지조절이 긍
정적인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인지⦁초인지조절 중 인지정교화 변인이 초인지조절 변인보다
학업성취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연구 중에는 대표적으로 Zimmerman(1990)
의 연구가 있다. Zimmerman(1990)에 따르면, 자기조절학습을 잘하는
학생은 메타인지 전략, 동기 전략, 행동 전략을 잘 활용하며 효과
적인 학습에 대한 피드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학업성취에
대한 자기인식(self-perception)도 높다.
국외에서 이루어진 자기조절력과 학업성취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
들도 자기조절력이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변인

이었다(Duckworth & Seligman, 2005; Feldmann, Martinez-Pons, &
Shaham,

1995;

Shoda,

Mischel,

&

Peake,

1990;

Tangney,

Baumeister, & Boone, 2004; Wolfe & Johnson, 1995).
Tangney, Baumeister와 Boone(2004)은 대학생 255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력이 학업성취(GPA)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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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자기조절력은 긍정적인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특
히, 자기보고식 척도가 가지는 한계 및 편향(bias)를 통제하기 위
해 Marlowe-Crowne Social Desirability Scale(Crowne & Marlowe,
1960)을 투입하여 분석했을 때에도 자기조절력은 학업성취를 유의
하게 예측하였다.
Duckworth와 Seligman(2005)은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조절
력과 IQ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자기
조절력은 IQ보다도 긍정적인 학업성취 변량을 두 배 이상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특히, 사전 학업성취와 IQ를 통제했을 때에도 자기조
절력은 학업성취를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Feldmann, Martinez-Pons과 Shaham(1995)도 8학년 학생을 대상으
로 자기조절력과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 자기조절력과 자기효능감 모두 긍정적인 학업성취
를 이끌어내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Wolfe와 Johnson(1995)은 대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력,
고등학교 성적, SAT 점수 등이 대학교 성적(GPA)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교 성적, 자기조절력, SAT 점수 순으
로 대학교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한편, 4살 정도의 어린이에게 해당하는 자기조절능력이라 할 수
있는 만족지연능력이 추후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
본 연구도 있다. Shoda, Mischel과 Peake(1990)는 185명의 4살 어
린이를 대상으로 현재의 만족지연능력이 어린이가 자라서 청소년과
성인이 되었을 때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
과, 4살 때 높은 만족지연능력을 보인 어린이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에 들어갈 확률이 높았고 높은 SAT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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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인피드백과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
가. 귀인피드백과 마인드셋
선행연구에 따르면 학생이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귀인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
인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노력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었다(Aditomo, 2015; Hong, Chiu, Dweck, Lin, &
Wan, 1999; Kamins & Dweck, 1999). 또한, 지능에 대한 고정적 신
념인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실패를 경험할 때 자신감이 하락
했고 자신의 낮은 능력으로 그에 대한 원인을 돌리는 경향이 있었
다(Hong, Chiu, & Dweck, 1995).
다시 말해,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지닌 학생은 낮은 학업성
취를 보였을 때 자신의 노력 부족에 귀인하고, 지능에 대한 고정적
신념을 지닌 학생은 낮은 학업성취를 보였을 때 자신의 능력 부족
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었다(Henderson & Dweck, 1990). 그리고 지
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어려움(setback)에
처했을 때 새로운 전략(strategy)을 찾거나 노력에 초점을 둔 반
면, 고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했다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Zhao & Dweck, 1994).
하지만, 마인드셋은 지능의 인식 수준에 따라 자신이 산출한 결
과에 대한 통제인식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Dweck & Leggett,
1988). 예를 들어, 지능에 대한 증가적 신념인 성장마인드셋을 지
닌 학생이 설령 좋지 않은 결과를 내었고 자신의 지능에 대한 인식
이 낮더라도 시간을 들여 노력하면 결과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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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다. 그리고 지능에 대한 고정적 신념인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자신이 산출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능에 대해
높은 인식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제 가능하다고 본다<표 3>.

<표 3> 지능에 대한 신념에 따른 통제인식(Dweck & Leggett, 1988)
이론

지능에 대한 인식

결과에 대한 통제인식

높음

통제 가능함

증가적 신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낮음

통제 가능함

높음

통제 가능함

낮음

통제 불가능함

고정적 신념

<표 3>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 자신의 지능이나 능력
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 통제에 대한 인식을
결정지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이더
라도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어 지능에 대한 인식을 높
이면 학업성취 결과를 통제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을 시사한다.
Dweck(2015)에 따르면, 성장마인드셋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장마
인드셋에 대해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misconception)이다. 물론,
노력은 학생의 성취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
니다. 학생들이 어려움(setback)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
터 배울점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또한 성장마인드셋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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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eck(2015)의 연구는 성장마인드셋을 지녔더라도 반드시 노력
피드백만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긍정적인 능력 피드
백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생의 성취에 대한 노력 피드
백은 학생이 진정으로 노력하여 학습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Dweck, 2015).

나. 귀인피드백과 그릿
그릿과 귀인피드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국내외적으
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귀인피드백 중에서 본 연구에
쓰인 노력과 능력에 대한 속성을 그릿의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James(1907)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가진 잠재력 한계에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으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
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성취를 이룬 사
람을 보고 선천적인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범접할 수
없는 성취를 이룬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경향이 있다(Duckworth,
2016). 실제로 사람들은 노력이 중요함을 알면서도 뛰어난 성취를
보인 사람은 분명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우수한 성취를 보인 것
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Tsay & Banaji, 2011).
하지만, Duckworth(2016)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 무엇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는지 연구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은 단순히 재능 또는 능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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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취로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기술을 발전시키고 발전된 기술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야 뛰어
난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단순히 노력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뛰어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
라, 어느 정도의 재능 또는 능력은 지니고 있어야함을 나타낸다.
이를 정리하면, 뛰어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과 능력 모두
필요하지만 노력의 요인이 두 번 적용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노력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재능 x 노력 = 기술(skill)

기술 x 노력 = 성취(achievement)

[그림 1] 뛰어난 성취를 위한 노력의 중요성(Duckworth, 2016)

Duckworth, Kirby, Tsukayama, Berstein과 Ericsson(2011)은 내
셔널 스펠링 비(National Spelling Bee)라는 단어 테스트 경진대회
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학생들은 더 많은 공부시간을 투자하는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이때의 공부시간은 단순히 학습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연습하며 노력하는 의식
적인 연습을 의미한다.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들의 공부시간이 낮
은 그릿을 지닌 학생들의 공부시간 보다 더 많았는데, 공부시간은
그릿과 성취 사이를 매개하였다. 즉, 높은 그릿을 가지고 의식적인
연습과 같은 노력을 많이 할수록 성취가 뛰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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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마인드셋과 그릿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Hochanadel
& Finamore, 2015). 마인드셋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지능에 대한 증
가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중 역경에
처했을 때 새로운 전략을 찾거나 노력에 초점을 둔 반면, 고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자신의 능력 부족을 탓하는 경향이 있
었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이것은 높은 그릿
을 지닌 학생이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귀인
하여 더욱 노력하려하고, 낮은 그릿을 가진 학생은 어려움을 마주
했을 때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귀인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Dweck과 Leggett(1988)의 선행연구에서 지능에 대한 증가
적

신념인

성장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학습목표지향

(learning goal orientation)의 특성을 보이며, 지능에 대한 고정
적 신념인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수행목표지향(performance
goal orientation)의 특성을 보였다. 이는 높은 그릿을 가지고 있
는 학생은 학습목표지향의 특성을 보이고, 낮은 그릿을 지닌 학생
은 수행목표지향의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Elliot과 Dweck(1988)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목표지향의 특성을
보이는 학생은 실수를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더
라도 자신의 능력이 추후의 노력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수행목표지향의 특성을 보이는 학생은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낮은 능력 대한 결과라 여기며 능력 부족
으로 귀인했다. 따라서,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은 원하는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 자신의 노력 부족에 귀인을 하고 낮은 그릿을 지
닌 학생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자신의 능력 부족에 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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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 귀인피드백과 자기조절력
Zimmerman(2002)에 따르면, 자기조절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기동
기력(self-motivation)이 높고 위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성취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성취
와 비교하기 보다는 자신이 상정한 목표와 결부시켜 평가한다. 또
한, 자신이 보인

성취에 대하여 능력 귀인보다는 다른 전략

(strategy)이나 방법(method)은 없는지 모색하고자 노력한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자기조절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해 만족하며 그들이 원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반면, 자기조절력에서 미숙함을 보이는 사람은 자
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능력 귀
인을 하게 된다.
또한, 자기조절력이 뛰어난 사람은 문제 해결 상황에서 핵심 정
보를 찾기 위한 좋은 전략을 세우는 등의 학습 노력을 기울인다
(Zimmerman & Risemberg, 1997).
따라서, 높은 자기조절력을 지닌 학생은 자신의 성취에 대해 노
력 귀인을 하고 낮은 자기조절력을 지닌 학생은 자신이 보인 성취
에 대해 능력 귀인을 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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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 관계
가. 마인드셋과 그릿
West 등(2014)은 미국의 8학년 학생 1,368명을 대상으로 비인지
적인 특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마인드셋과 그릿은 정적으
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마인드셋과 그릿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에서는 성
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이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의 특성인 목표를
향해 헌신하고 노력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Duckworth
& Eskreis-Winkler, 2013; Perkins-Gough, 2013).
한편,

마인드셋과

그릿의

관계를

fMRI(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를 활용하여 좀 더 과학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다. Myers, Wang, Black, Bugescu와 Hoeft(2016)는 마인드셋과
그릿이 인지-행동을 조절하는 뇌 영역인 배쪽 선조체(ventral
striatal)와 양쪽 전전두피질(bilateral prefrontal) 사이에 기능
적으로 연결(functional connectivity)되어 있다고 밝혔다.

나. 그릿과 자기조절력
최근 몇 년간 성공과 관련된 요인 중 그릿과 자기조절력은 인지
적

능력과

사회경제적

상황(socioeconomic

status)보다

개입

(intervention)에 따른 변화의 여지가 더 크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
오고 있다(Kautz, Heckman, Diris, Ter Weel, & Borghan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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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목표를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자기조절력과 그릿은 유사한
측면도 있지만, 이 둘은 다른 개념이다(Duckworth et al., 2007).
예를 들어,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중 일시적인 충동(impulse) 또는
유혹(temptation)이 있을 때 높은 자기조절력을 지닌 사람은 그 충
동 또는 유혹을 억제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높
은 자기조절력을 지닌 사람 모두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인내심과
열정을 갖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자기통제력은 나중에 더 큰 보상을 받기 위
해 순간의 욕구를 억제시킬 수 있는 만족지연능력이지만, 그릿은
순간적인 만족지연능력과 비례하기 보다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장기
적으로 열정가지며 노력을 쏟는 특성과 관련 있다(정헬렌, 2011).
자기조절력은 일상에서의 적응적인 기능(adaptive functioning)
또는 낮은 순위의 목표(lower-order goals)와 좀 더 관련되어 있는
반면, 그릿은 몇 년 또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위
의 목표(superordinate goal)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이다
(Duckworth & Gross, 2014).
Duckworth와 Gross(2014)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 2]와 같은
위계적 목표 구조(hierarchical goal framework)를 제시하였다. 낮
은

순위의

(higher-order

목표(lower-order
goal)보다

goal)는

수가

많고

높은
세부

순위의

목표

맥락적(context

specific)이며, 단기적이고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높은 순위의
목표는 낮은 순위의 목표보다 수가 적고 추상적(abstract)이며 영
속적(enduring)이고

개인에게

있어

Gros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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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하다(Duckworth

&

[그림 2] 위계적 목표 구조(Duckworth & Gross, 2014)

[그림 2]에서 행동(action)과 좀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연관
된 목표는 낮은 순위의 목표로 그릿보다는 자기조절력과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기조절력은

하위목표들

간의

충돌

(conflict)을 중재해 상위목표로 나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 반
면, 그릿은 가장 높은 순위의 목표와 관련된 것으로 하위목표들와
중간목표들을 성취해나가며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일과 관련
있다(Duckworth & Gross, 2014).
이 때, 낮은 순위의 목표는 경우에 따라서 다른 하위목표로 변경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릿이 높은 사람은 최상위목표를 자주 변경
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상위목표는 잉크로 작성하고 하위목표들은
경우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연필로 작성하라고 Duckworth는 제
안하였다(Duckwort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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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인드셋과 자기조절력
학생이 어떠한 마인드셋을 지니는가에 따라 과제를 대하는 태도
가 달라질 수 있는데, 성장마인드셋을 지니는 학생은 과제에 대한
고차원적인 자기조절을 한다(Dweck, 1999, 2006).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자신의 성공 또는 실패에 대해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진단적 정보(diagnostic information)
로 인식한다(Molden & Dweck, 2006). 따라서, 실패의 상황을 경험할
때 자기조절력을 발휘해서 발전을 이끌어내고자 한다(Dweck, 1999).
자기조절력은 고정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그에 맞
는 노력에 따라 함양할 수 있는 비인지적 특성이다(Baumeister &
Exline, 2000). 그리고 인간의 의지력(willpower)에는 고갈되는 한계
가 없다는 생각(nonlimited resource theory)을 가지고 있으면, 높은
스트레스 상황과 자기조절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조절을 더 잘한다
(Job, Dweck, & Walton, 2010).
한편,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학습목표지향의 특성을 보인
다(Dweck & Leggett, 1988). 그리고 학습목표성향을 보이는 학생은
문제해결 도중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끈질긴 노
력을 하는 반면, 성취목표성향을 지닌 학생은 힘든 상황에서 부정
적인 정서를 수반하고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Dweck, Chiu, &
Hong, 1995; Zhao & Dweck, 1994). 이는 성장마인드셋을 가지고 있
는 학생은 역경을 마주했을 때 고정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보다 더
높은 자기조절을 하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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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가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학생의 긍정적인 학업성취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귀인피드백,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
력이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가설 1. 교사의 귀인피드백은 학생의 마인드셋에 따라 수학 학업성
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1-1. 귀인피드백은 마인드셋(성장, 고정)에 따라 사후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
1-2. 귀인피드백은 마인드셋과 상호작용하여 수학 학업성취
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교사의 귀인피드백은 학생의 그릿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2-1. 귀인피드백은 그릿(전체, 그릿인내, 그릿열정)에 따라
사후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
2-2. 귀인피드백은 그릿과 상호작용하여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교사의 귀인피드백은 학생의 자기조절력에 따라 수학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3-1. 귀인피드백은 자기조절력에 따라 사후 수학 학업성취
에 영향을 줄 것이다.
3-2. 귀인피드백은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하여 수학 학업성
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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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마인드셋과 그릿이 귀인피드백과 자기조절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Nicholls(1990)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
린 학생은 13세 정도가 되어야 성인처럼 능력과 노력의 개념을 명확
히 구분하기 때문이다. 둘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이라 할 수 있는
6학년 학생이 저학년(1, 2학년)과 중학년(3, 4학년) 학생보다 마인
드셋, 그릿, 자기조절력, 귀인피드백의 경험을 많이 했기에 이에 대
해 보다 정확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례수는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 적
합한 연구설계와 효과크기 0.3, 유의수준 .05, 파워 0.95로 상정하
여 G power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필요 사례수 212명을 도출하였
다.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사례수는 256명이었고 서울의 S 초등학
교 학생 90명, 전라북도 군산의 J 초등학교 학생 166명이었다. 남
학생은 140명이고 여학생은 116명이었다. 하지만, 사후검사 때 결
석한 학생과 자기보고검사에서 미응답을 보인 학생, 조작점검에서
이상을 보인 학생을 결측 처리하여 최종분석에는 252명을 연구대상
으로 하였다. 그리고 각 연구문제 상황에 맞게 분석대상에서 일시
적으로 제외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집단 배정은 귀
인피드백 처치를 주는 네 집단과 통제집단 한 집단으로 구성하여
두 반씩 무작위 배정하였으며, 집단 별 사례수는 약 50명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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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도구
가. 귀인피드백
귀인피드백은 Mueller와 Dweck(1998), Schunk(1983)의 귀인피드
백 연구에서 쓰였던 피드백의 원 의미를 최대한 살리고 국내에서 이
루어진 신소영과 강명희(2009)의 귀인피드백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
구에 적합하게 구성하였다.
학생에게 귀인피드백을 제공할 때 성취가 높았던 학생과 그렇지
않았던 학생에게 동일한 피드백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귀인피드백이더라도 학생이 보인 사전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다른 귀인피드백을 말과 글로 처치하였다. 성취수준에 대한 기
준 구분은 실험의 대상이었던 다섯 집단 전체에 대한 사전 수학학업
성취 점수 평균인 7.15점을 기준으로 7점 이하의 점수를 낮은 수학
학업성취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8점 이상의 점수는 높은 수학학업성
취로 규정하였다.
능력 피드백의 경우, 사전 수학학업성취가 8점 이상으로 높은 점
수를 보인 학생에게는 ‘머리가 좋고 수학에 재능이 있군요.’의 피드
백을 말과 글로 처치하였다. 사전 수학학업성취가 7점 이하로 낮은
점수를 보인 학생에게는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수학
에 재능이 있거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의 피드백을 말과 글로 처
치하였다.
노력 피드백의 경우, 사전 수학학업성취가 8점 이상으로 높은 점
수를 보인 학생에게는 ‘열심히 노력했군요. 아주 잘했습니다.’의 피
드백을 말과 글로 처치하였다. 사전 수학학업성취가 7점 이하로 낮
은 점수를 보인 학생에게는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 못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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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면 문제를 좀 더 잘 풀기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의 피드백을 말과 글로 처치하였
다.
능력 x 노력 피드백의 경우, 사전 수학학업성취가 8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학생에게는 ‘머리가 좋고 수학에 재능이 있으며,
열심히 노력도 했군요. 아주 잘했습니다.’의 피드백을 말과 글로 처
치하였다. 사전 수학학업성취가 7점 이하로 낮은 점수를 보인 학생
에게는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수학에 재능이 있거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잘 풀 수 있
을 거예요.’의 피드백을 말과 글로 처치하였다.
노력 x 능력 피드백의 경우, 사전 수학학업성취가 8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보인 학생에게는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수학실력이 많이 올라가고 머리도 좋아질 거예요.’의 피
드백을 말과 글로 처치하였다. 사전 수학학업성취가 7점 이하로 낮
은 점수를 보인 학생에게는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잘 안 풀리
더라도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하다보면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부터 수학에 재능이 있거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의 피드백을 말
과 글로 처치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제집단의 경우, 사전 수학학업성취 점수에 관계없
이 말과 글로된 어떠한 귀인피드백도 제공하지 않았다.

나. 마인드셋
마인드셋은 Dweck(2006)이 마인드셋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
도를 본 연구의 대상과 상황에 맞게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마인
드셋 척도는 성장마인드셋에 대한 4문항과 고정마인드셋에 대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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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을 Likert식 5단계로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문항의 내용
에 ‘매우 그렇다’이면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으로 평가하
였다. 학생이 성장마인드셋을 지녔는지 고정마인드셋을 지녔는지에
대한 구분은 선행연구(Blackwell et al., 2007)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하였다. 성장마인드셋 4문항은 정코딩 하고 고정마인드셋 4문
항은 역코딩 한 후 8문항에 대한 평균점수를 내었다. 이 때, 정코딩
문항은 학생의 응답이 ‘매우 그렇다’이면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
면 1점으로 평가하였고 역코딩 문항은 학생의 응답이 ‘매우 그렇
다’이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5점으로 평가하였다.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마인드셋의 구분은 Dweck, Chiu와 Hong(1995)의 연
구에 기반하여 중앙값(median)인 3점을 기준으로 0.25 표준편차 이상
이면 지능과 능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신념을 갖는 성장마
인드셋을 지닌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중앙값 3점을 기준으로
0.25 표준편차 이하이면 지능과 능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갖는 고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마인드셋 척도에 대한 문항내적 합치도 값인 Cronbach’s α는
성장마인드셋이 .86이고 고정마인드셋이 .85이었다.

다. 그릿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009)이

타당화

한

Short

Grit

Scale(Grit-S)을 김희명과 황매향(2015)이 국내 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번안 및 타당화 한 것을 사용하였다. Short Grit Scale(Grit-S)
은 Original Grit Scale(Grit-O)과는 달리 4문항이 줄어들어 총 8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식 5단계로 응답한다. 총 8
개의 문항 중 그릿인내인 노력의 지속성(perseverance of eff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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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묻는 2번, 4번, 7번, 8번 문항은 정코딩 문항이며, 그릿열정인
관심의 일관성(consistency of interests)을 묻는 1번, 3번, 5번,
6번 문항은 역코딩 문항이다. 코딩은 마인드셋 척도에서의 방법처
럼 정코딩 문항은 학생의 응답이 ‘매우 그렇다’이면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으로 평가하였고, 역코딩 문항은 학생의 응
답이 ‘매우 그렇다’이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5점으로
평가하였다. 높은 그릿과 낮은 그릿의 구분은 중앙값인 3점을 기준
으로 0.25 표준편차 이상이면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중앙값 3점을 기준으로 0.25 표준편차 이하이면 낮은 그릿을 지
닌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그릿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

값인

Cronbach’s α는 Short Grit Scale(Grit-S)이 .73에서 .83 사이를
나타냈으며, 국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번안 및 타당화
한 김희명과 황매향(2015)의 그릿 척도에 대한 Cronbach’s α는
.71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그릿 척도에 대한 문항내적 합치도
값인 Cronbach’s α는 .66이었다.

라. 자기조절력
자기조절력은 Tangney 등(2004)이 만든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
(brief self-control scale)를 홍현기, 김희송, 김진하, 김종한
(2012)이 번안 및 타당화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상황에 맞는 5문항
만 사용하였다. Likert식 5단계로 응답하며 정코딩 문항인 1번은 학
생의 응답이 ‘매우 그렇다’이면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1점으로
평가하였고, 역코딩 문항인 2번, 3번, 4번, 5번은 학생의 응답이
‘매우 그렇다’이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이면 5점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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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높은 자기조절력과 낮은 자기조절력의 구분은 중앙값인 3
점을 기준으로 0.25 표준편차 이상이면 높은 자기조절력을 지닌 학생
으로 구분하였다. 반면, 중앙값 3점을 기준으로 0.25 표준편차 이하이
면 낮은 자기조절력을 지닌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한글로 번안 및 타
당화 한 단축형 자기통제 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 값인 Cronbach’s
α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기조절력 척도에 대한 문항내
적 합치도 값인 Cronbach’s α는 .67이었다.

마. 사전사후 수학성취검사
사전사후 수학성취 검사지는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경
험과 교육청 지역 공동체 영재학급에서 6학년 학생에게 수학을 지도
한 경험을 바탕으로 6학년 수학 교과서와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제
작하였다. 제작된 사전사후 수학성취 검사지는 초등학교 교사 경력
20년 이상이고 교육청 지역 공동체 영재학급에서 수학지도 경험이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를 하고 계신 교사에게 검토
및 자문 받았다.
예비조사(pilot study)를 통해 실험에 쓰일 귀인피드백 처치와
수학적 기술과 지식을 제공 받지 않은 학생에게 실험대상과 동일한
조건으로 2주의 기간을 두어 사전사후 수학성취검사를 실시하여 검
사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전 검사 평균 7.37 표준편차 1.71,
사후 검사 평균 7.52 표준편차 1.95임을 확인하였다. 사전사후 수
학성취검사의 문항 간 상관은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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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실험은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최종승
인을 얻은 후에 실시했으며, 각 연구 참여자에 대해 2주 기간을 두
어 총 두 번의 검사 참여가 이루어졌다. 검사 실시에 앞서 연구에
대한 유의사항을 언급했으며, 검사 실시 중이라도 연구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검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본격적인 실험을 실시하기 전에 이론에 근거하여 설계한 연구가
적절한지, 실험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연구도구들
이 타당하고 신뢰로운지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실험(pilot study)을
하였다. 예비실험을 통해서 파악한 사소한 문제들을 교정한 후 본
실험을 실시하여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가. 사전검사
우선, 연구 목적과 유의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공지한 후
첫 번째 검사지를 배부하였다.
첫 번째 검사지는 총 네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 페이지는
실험 목적 및 안내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학생이 인구통계학적 정보
를 기입하도록 구성하였다. 검사지의 한 장을 넘기면 자기보고식
평가에 해당하는 두 번째 페이지와 세 번째 페이지가 학생의 책상
에 한 눈에 펼쳐지도록 구성하였다. 자기보고식 평가가 끝나면 검
사지의 한 장을 넘겨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전 수학학업성취를 측정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기보고식 평가를 10분 동안 끝낸 후에는 혹시 미응답 문항이 없
는지 한 번 더 확인하여 결측치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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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문항 여부에 대한 반응을 확인한 후, 학생들은 다 같이 검사지
의 맨 뒷면을 넘겨 사전 수학학업성취검사를 15분간 실시하였다.
사전 수학학업성취 검사지는 총 9문항이며 기본 점수로 1점이 주
어지기 때문에 문제를 모두 맞출 시에는 만점인 10점이 된다. 첫
번째 실험에 대한 절차는 [그림 3]과 같다.

실험 안내 및 인적 사항 기입 (5분)

↓
자기보고식 척도 검사

(10분)

↓
사전 수학학업성취 검사 (15분)

[그림 3] 사전검사 진행 절차

나. 사후검사
2주 전에 수행했던 첫 번째 검사지를 해당 학생에게 나누어주기
전에 귀인피드백 각 집단에 따라 전체 귀인피드백을 주었다. 통제
집단에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다. 귀인피드백을 처치하는 네 집
단에 대해서는 사전 수학학업성취 검사지를 잘 풀었던 학생과 그렇
지 못한 학생이 한 반에 섞여 있으므로 문제를 잘 푼 학생에게 제
공하는 피드백과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피드백을 구분지
어 처치하였다. 사전검사가 끝난 후 2주의 기간 동안 사전 수학학
업성취 검사지를 채점하여 문제를 잘 푼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

- 55 -

그리고 각 집단에 맞는 귀인피드백을 고려하여 사전검사지 각각에
글로 피드백을 미리 작성해두었다. 이 때, 통제집단에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 후 2주 전에 수행했던 첫 번째 검사지를 해당
학생에게 나누어주어 학생이 자신의 성취에 맞게 적혀있는 글로 된
개인 피드백을 처치 받도록 하였다. 한편, 학생의 수학학업성취에
있어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 이외에 해당 수학 문제들에 대한
수학 기술과 지식의 부재가 실험에 개입되어 내적타당성을 떨어뜨
릴 수 있다. 따라서 Schunk(1981)의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다섯 집
단 모두 동등하게 문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학 기술과 지식을 10
분 동안 PPT를 활용하여 똑같이 제공하였다.
수학 기술과 지식에 대한 제공이 끝난 후 첫 번째 검사지의 맨
앞면인 첫 번째 페이지가 책상위로 오도록 하게하여 사후 수학학업
성취 검사를 풀 때 사전 수학학업성취 검사를 참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후 사후 수학학업성취 검사지를 배부하고 15분 동안 실
시하였는데, 검사가 진행되는 15분 동안 본 연구자가 순회하며 학
생 모두에게 귀인피드백 집단과 학생의 성취 수준에 맞는 같은 내
용의 개인 피드백을 말과 글로 처치하였다. 이때에도 통제집단에는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실험에 대한 절차는 [그림 4]
와 같다.
두 번째 검사지인 사후 수학학업성취 검사 역시 사전 수학학업성
취 검사와 마찬가지로 총 9문제이다. 문제의 구성은 첫 번째 검사
지 문제와 원리는 유사하나 숫자와 기호가 다른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수학 기술과 지식을 갖추었다는 전제하
에 충분한 시간을 주어주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풀 수 있는 문
제들로 구성하여 실험 중에 그릿과 자기조절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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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두 번째 검사지인 사후 수학학업성취 검사를 마무리하
면, 처치 받은 귀인피드백을 선택하게 하는 조작점검(manipulation
check)을 하였다. 그 후 연구 목적에 대한 안내(debriefing)를 하
고 실험을 종료하였다.

두 번째 실험 안내 (3분)

↓
귀인피드백 집단에 따른 전체 피드백 처치(말) (7분)

↓
개인 피드백(글) 처치 및 수학적 기술과 지식 제공 (10분)

↓
사후 수학학업성취 검사 중 개인 피드백 처치(말과 글) (15분)

[그림 4] 사후검사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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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방법
연구참여자는 집단에 따른 귀인피드백 처치 유무와 종류에 따라
다섯 집단 중 한 집단에 무선 배치되었으며, 학생 고유의 상태에
따른 실험 처치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가설 검증에 앞서 기술통계치를 산출하여 표본의 전체
적인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가설에 해당하는 분석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각 연구가설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귀인피드백은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에 따라 사후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
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인드셋, 그릿, 자
기조절력 집단에 대한 사후검증으로 대응표본 t검증(matched pair

t test)을 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내적
특성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세부적으로
파악하였다.
각 연구가설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귀인피드백은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하여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
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 수학학업성취를 공변인으로 두고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이원공분산분석(two-way

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어떠한 변인이 종속변인인
사후 수학 학업성취에 주효과가 있었는지, 변인 간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 18.0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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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결과
본 연구는 교사의 귀인피드백 학생 지니고 있는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에 따라 수학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
는 실험연구이다. 실험처치 유무와 종류에 따른 집단별 기술통계치
는 <표 4>와 같다.

<표 4> 귀인피드백 집단별 기술통계치
사전검사
집단

사후검사

교정사후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오차

95%
신뢰구간
하

상

능력

50

7.38

1.78

8.14

1.64

8.01

.19

7.63

8.39

노력

51

6.78

1.79

8.08

1.80

8.30

.19

7.92

8.67

능력X노력

48

7.15

1.89

7.92

1.94

7.92

.20

7.53

8.31

노력x능력

49

7.06

1.74

8.27

1.22

8.32

.20

7.94

8.70

통제

54

7.39

1.82

7.69

1.90

7.55

.19

7.18

7.91

합계

252

7.15

1.80

8.01

1.72

8.02

.09

7.85

8.19

기술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두 가지를 알 수 있었다. 첫째, 실험
집단 간 사전검사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
서 귀인피드백 처치를 받기 전 수학성취에 대한 집단 간 차이는 없
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전체적으로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았다(t=8.60, p<.001). 그리고 사전검사점수를 통제하여 교정된
사후검사점수를 분석했을 때에도 F 통계값 2.77, 유의확률 .0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귀인피드백 처치에 따른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 59 -

사전검사보다 사후검사 점수가 높게 나온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
어 생각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사전사후 검사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시험효과(testing effect)이고 다른 한 가지는 수학 기술과
지식의 제공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남은 한 가지는 귀
인피드백 처치를 통한 사후수학성취 향상이다.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살펴봤을 때 귀인피드
백 처치를 제외하고 모든 조건이 동일했던 통제집단의 사전사후검
사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t=1.46, p=.15). 반면, 어떠한 피드
백이라도 받은 귀인피드백 네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 차이는 유의했
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능력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99, p<.001). 노력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5.33, p<.001).
능력피드백을 먼저 받고 노력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
또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3.26, p<.01). 마지막으로, 노력피드
백을 먼저 받고 능력피드백을 받은 집단의 사전사후 점수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t=5.52, p<.001).
따라서 사전사후 검사지의 유사성으로 인한 시험효과와 수학 기
술과 지식의 제공은 연구참여자의 사후수학 학업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귀인피드백 처
치 효과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차이를 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주요변인인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 간의 상관관계
를 확인하였다. 이 때, 마인드셋은 성장마인드셋과 고정마인드셋으
로 구분지어 분석하였고 그릿도 그릿인내와 그릿열정으로 구분지어
분석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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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고정마인드셋은 성장마
인드셋, 그릿전체, 자기조절력과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릿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인 그릿인내와 그릿열정과도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고정마인드셋을 지
니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마인드셋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그
와 연관된 다른 내적 특성들과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1. 성장마인드셋

1

2. 고정마인드셋

  

1

3. 그릿전체

 

  

1

4. 그릿인내

 

  

 

1

5. 그릿열정

 

  

 

 









6. 자기조절력



 





5

6

1

 

1

**p<.01
기술통계 분석을 마친 후 본격적인 연구가설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집된 자료(data)가 반복측정 분산분석과 이원공분산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우선, 집단 간 분산의 구조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Box의
동일성

검정을

확인하였다.

검정결과,

마인드셋

집단은

Box의

M=4.01, F(3, 2224.31)=1.21, p=.30으로 분산 구조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릿전체 집단에 대한 동일성 검정결과는 Box의
M=2.06, F( 3, 186048.78)=.68, p=.57이었고 그릿인내 집단은 Bo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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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7.93, F(3, 195726.39)=2.61, p=.05, 그릿열정 집단은 Box의 M=2.60,

F( 3, 7638896.01)=.856, p=.46으로 나타나 분산 구조가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조절력에 대한 동일성 검정은 Box의
M=1.26, F(3, 1077621.74)=1.26, p=.74로 나타나 분산 구조가 동일
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정규
성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Shapiro-Wilk의 정규성 검정 결과, 유의
확률이 .05보다 작아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지는 못하였다. 그러
나, 첨도가 7이하이고 왜도의 절대값이 2를 넘지 않으면 정규성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결과를 도출하는 데 문제없다(West, Finch, &
Curran, 1995)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이후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Levene의 등분산성 검정 결과, 마인드셋에 대한 유의확률
은 .20, 그릿전체 .84, 그릿인내 .70, 그릿열정 .29, 자기조절력
.17으로 도출되어 영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기에 실험집단의 분산이
같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분산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충족해야할 회귀선 기
울기의 동질성(homogeneity of slopes) 가정을 검정하였다. 검정
결과, 귀인피드백 처치 집단과 공변량인 사전 수학학업성취의 상호
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F=1.59, p=.18). 따라서 회귀선의 기울기
가 동일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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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인피드백이 마인드셋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가설인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마인드셋에 따
라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의
귀인피드백은 학생이 지닌 마인드셋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
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귀인피드백이 마인드셋(성장, 고정)에 따라
사후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가설 중 ‘귀인피드백은 마인드셋(성장, 고정)에 따
라 사후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귀인피드백은 마인
드셋에 따라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
다.

<표 6> 귀인피드백이 마인드셋에 따라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자유도 평균제곱

제곱합

측정시기

6.576

1

6.576



.022

측정시기x마인드셋

1.386

1

1.386



.005

오차

295.340

235

1.257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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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부분

변인

에타제곱

<표 6>과 같이 측정시기에 대해 통계값이 유의했으므로 귀인
피드백이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측정시기와 마인드셋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마인드셋 집단의 시간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마인드셋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을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5].

[그림 5] 마인드셋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

한편, 사후검증으로 성장마인드셋과 고정마인드셋 집단 안에
서 사전사후검사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표
본 t검증을 하였다<표 7>. 분석결과, 귀인피드백은 성장마인드셋
을 지닌 집단에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t=8.64, p<.001). 그러나,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집단에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52, p=.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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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마인드셋에 따른 학업성취 비교

사전검사

95%

사후검사

신뢰구간

t(235)

집단
평균

표준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하

상

성장마인드셋

7.19

1.76

8.09

1.66



.69

1.10

고정마인드셋

6.22

2.54

6.56

2.40



-1.16

1.82

***p<.001

나. 귀인피드백과 마인드셋의 상호작용효과
첫 번째 연구가설 중 ‘귀인피드백은 마인드셋과 상호작용하여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공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사전 수학학
업성취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표 8> 귀인피드백과 마인드셋의 상호작용효과

부분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사전수학성취

244.671

1

244.671



.379

귀인피드백

16.030

4

4.007



.038

마인드셋

7.686

1

7.686



.019

24.778

4

6.195



.058

401.629

226

1.777

귀인피드백x
마인드셋
오차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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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제곱

연구결과, <표 8>과 같이 사전수학성취가 사후수학성취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확한 실험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사전수학성취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마인드셋의 주효과(F=4.33, p<.05)와 귀인피드
백과 마인드셋의 상효작용효과(F=3.49, p<.01)가 사후 수학학업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앞서 <표 7>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장마인드셋 집단에 대해서만 귀인피드백의 유의한 영향이 있
었으므로 귀인피드백과 성장마인드셋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를 그
래프로 나타내면 [그림6]과 같다.

[그림 6] 귀인피드백과 성장마인드셋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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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인피드백이 그릿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가설인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그릿에 따라 수
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의 귀인
피드백은 학생이 지닌 그릿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귀인피드백이 그릿(전체, 그릿인내, 그릿열정)에
따라 사후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연구가설 중 ‘귀인피드백은 그릿(전체, 그릿인내, 그릿
열정)에 따라 사후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검증하
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귀인피드
백은 그릿에 따라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9> 귀인피드백이 그릿전체에 따라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측정시기

42.559

1

42.559

측정시기x그릿전체

.881

1

.881

오차

228.237

184

1.24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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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F

에타제곱




.157



.004

<표 9>와 같이 측정시기에 대해 통계값이 유의했으므로 귀인
피드백이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측정시기와 그릿전체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릿전체 집단의 시간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릿전체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을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7].

[그림 7] 그릿전체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

한편, 사후검증으로 높은 그릿전체와 낮은 그릿전체 집단 안
에서 사전사후검사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증을 하였다<표 10>. 분석결과, 귀인피드백은 높은 그릿
전체 집단에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t=6.51, p<.001). 그리고 낮은 그릿전체 집단에서도 유의한 영향
을 주었다(t=2.7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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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그릿전체에 따른 학업성취 비교

사전검사

95%

사후검사

t(184)

집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신뢰구간
하

상

높은 그릿

7.32

1.80

8.17

1.73



.60

1.12

낮은 그릿

6.91

2.04

7.55

1.91



.17

1.11

***p<.001 **p<.01
다음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릿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그릿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인 그릿인내와 그릿열정을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우선, 귀인피드백과 그릿인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1> 귀인피드백이 그릿인내에 따라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평균

제곱합

자유도

측정시기

49.212

1

49.212



.162

측정시기x그릿인내

.173

1

.173



.001

오차

254.207

202

1.258

제곱

F

부분

변인

에타제곱

***p<.001

<표 11>과 같이 측정시기에 대해 통계값이 유의했으므로 귀인
피드백이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측정시기와 그릿인내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릿인내 집단의 시간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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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릿인내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을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8].

[그림 8] 그릿인내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

한편, 사후검증으로 높은 그릿인내와 낮은 그릿인내 집단 안
에서 사전사후검사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증을 하였다<표 12>. 분석결과, 귀인피드백은 높은 그릿
인내 집단에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t=6.58, p<.001). 그리고 낮은 그릿인내 집단에서도 유의한 영향
을 주었다(t=3.14,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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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그릿인내에 따른 학업성취 비교

사전검사
평균

그릿인내
낮은

신뢰구간

t(202)

집단

높은

95%

사후검사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하

상

7.36

1.67

8.18

1.59



.58

1.07

6.88

2.12

7.61

2.05



.27

1.20

그릿인내
***p<.001 **p<.01

마지막으로 귀인피드백과 그릿열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3> 귀인피드백이 그릿열정에 따라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측정시기

69.789

1

69.789

측정시기x그릿열정

.022

1

.022

오차

250.257

213

1.175

부분

F

에타제곱




.218



.000

***p<.001

<표 13>과 같이 측정시기에 대해 통계값이 유의했으므로 귀인
피드백이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측정시기와 그릿열정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그릿열정 집단의 시간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릿열정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을 그림
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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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그릿열정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

한편, 사후검증으로 높은 그릿열정과 낮은 그릿열정 집단 안
에서 사전사후검사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증을 하였다<표 14>. 분석결과, 귀인피드백은 높은 그릿
열정 집단에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t=6.33, p<.001). 그리고 낮은 그릿열정 집단에서도 유의한 영향
을 주었다(t=4.69, p<.001).

<표 14> 그릿열정에 따른 학업성취 비교

사전검사

t(213)

집단
평균

높은
그릿열정
낮은
그릿열정
***p<.001

95%

사후검사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신뢰구간
하

상

7.37

1.74

8.20

1.67



.57

1.09

6.96

1.90

7.76

1.81



.46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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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귀인피드백과 그릿의 상호작용효과
두 번째 연구가설 중 ‘귀인피드백은 그릿과 상호작용하여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공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사전 수학학업성취
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두고 분
석하였다.

<표 15> 귀인피드백과 그릿전체의 상호작용효과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431

4.555



.054

1

4.625



.014

17.791

4

4.448



.053

317.944

175

1.817

240.414

1

240.414

귀인피드백

18.221

4

그릿전체

4.625

그릿전체
오차

에타제곱




사전수학성취

귀인피드백x

부분

F

***p<.001 *p<.05
연구결과, <표 15>와 같이 사전수학성취가 사후수학성취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확한 실험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사전수학성취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귀인피드백의 주효과(F=2.51, p<.05)와 귀인피
드백과 그릿전체의 상효작용효과(F=2.45, p<.05)가 사후 수학학
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귀인피드백과 그릿전체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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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귀인피드백과 그릿전체의 상호작용효과

다음으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릿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그릿을 이루고 있는 두 축인 그릿인내와 그릿열정을 구분지어
분석하였다.
우선, 귀인피드백과 그릿인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6> 귀인피드백과 그릿인내의 상호작용효과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392

5.343



.058

1

2.717



.008

18.252

4

4.563



.050

348.353

193

1.805

224.182

1

224.182

귀인피드백

21.373

4

그릿인내

2.717

그릿인내
오차

에타제곱




사전수학성취

귀인피드백x

부분

F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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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표 16>과 같이 사전수학성취가 사후수학성취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확한 실험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사전수학성취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귀인피드백의 주효과(F=2.96, p<.05)와 귀인피
드백과 그릿인내의 상효작용효과(F=2.53, p<.05)가 사후 수학학
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귀인피드백과 그릿인내 집단의
상호작용효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11]과 같다.

[그림 11] 귀인피드백과 그릿인내의 상호작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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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귀인피드백과 그릿열정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7> 귀인피드백과 그릿열정의 상호작용효과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사전수학성취

257.595

1

257.595

귀인피드백

23.215

4

5.804

그릿열정

1.076

1

9.383

귀인피드백x
그릿열정

오차
355.726
***p<.001 *p<.05

부분

F




에타제곱
.420
.061

1.076




4

2.346



.026

204

1.744

.003

연구결과, <표 17>과 같이 사전수학성취가 사후수학성취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확한 실험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사전수학성취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귀인피드백의 주효과(F=3.33, p<.05)가 사후 수학학업
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나, 그릿전체와 그릿인내의 경우에서
와는 달리 귀인피드백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 76 -

3. 귀인피드백이 자기조절력에 따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가설인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자기조절력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교사
의 귀인피드백은 학생이 지닌 자기조절력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 귀인피드백이 자기조절력에 따라 사후 수학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연구가설 중 ‘귀인피드백은 자기조절력에 따라 사후 수
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반복측정 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귀인피드백은 자기조절력에 따
라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18> 귀인피드백이 자기조절력에 따라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자유도 평균제곱

제곱합

측정시기

82.683

1

82.683



.227

측정시기x자기조절력

.133

1

.133



.000

오차

281.344

220

1.27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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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부분

변인

에타제곱

<표 18>과 같이 측정시기에 대해 통계값이 유의했으므로 귀인
피드백이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측정시기와 자기조절력의 상호작용은 유의하
지 않았으므로 자기조절력 집단의 시간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
성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자기조절력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
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12].

[그림 12] 자기조절력에 따른 점수 변화 경향성

한편, 사후검증으로 높은 자기조절력과 낮은 자기조절력 집단
안에서 사전사후검사 간의 차이가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대
응표본 t검증을 하였다<표 19>. 분석결과, 귀인피드백은 높은 자
기조절력 집단에서 사전사후 점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t=5.26, p<.001). 그리고 낮은 자기조절력 집단에서도 유의한 영
향을 주었다(t=6.3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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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자기조절력에 따른 학업성취 비교

사전검사
평균

자기조절력
낮은
자기조절력
***p<.001

신뢰구간

t(220)

집단

높은

95%

사후검사

표준
편차

표준

평균

편차

하

상

7.25

1.85

8.18

1.61



.58

1.28

7.12

1.83

7.98

1.78



.59

1.12

나. 귀인피드백과 자기조절력의 상호작용효과
세 번째 연구가설 중 ‘귀인피드백은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하여
수학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원공분
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사후 수학학업성취에 사전 수학학
업성취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검사 점수를 공변인으로
두고 분석하였다.

<표 20> 귀인피드백과 자기조절력의 상호작용효과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에타제곱




.379

6.178



.061

1

2.510



.007

9.358

4

2.340



.024

382.073

211

1.811

사전수학성취

232.699

1

232.699

귀인피드백

24.711

4

자기조절력

2.510

귀인피드백x
자기조절력
오차

부분

F

***p<.0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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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표 20>과 같이 사전수학성취가 사후수학성취에 유의
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확한 실험효과를 파악
하기 위해서는 사전수학성취를 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 그리고 귀인피드백의 주효과(F=3.41, p<.05)가 사후 수
학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귀인피드백과 자
기조절력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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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1. 요약
본 연구는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
절력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실
험연구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세 가지 연
구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
연구가설 첫 번째로는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마인드셋에
따라 수학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가설 두 번째로는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그릿에 따라 수
학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가
설 세 번째로는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생의 자기조절력에 따라 수
학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대도시인 서울과 중소도시인 군산에 재학중
인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52명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
때, 마인드셋, 그릿과 자기조절력은 실험 처치를 받기 전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귀인
피드백 처치 집단은 능력, 노력, 능력 x 노력, 노력 x 능력, 통제
의 다섯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귀인피드백은 사전검사 실시 2주 후
인 사후수학학업 성취검사 실시 전에 제공하였다.
한편, 연구가설 검증 시 실험 처치의 타당한 결과를 얻기 위해
사전 수학학업성취를 통제변인으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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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귀인피드백의 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귀인피드백은 학생의 내적특성에 따라 사후 수학학업성
취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성장마인드셋, 높은 그릿, 낮은 그
릿, 높은 그릿인내, 낮은 그릿인내, 높은 그릿열정, 낮은 그릿열
정, 높은 자기조절력, 낮은 자기조절력을 지닌 학생에 대하여 귀인
피드백의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고정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에 대한 귀인피드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둘째, 교사의 귀인피드백과 학생의 마인드셋 사이에 상호작용효
과가 있었다.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교사로부터 노력 x 능
력, 노력 귀인피드백을 받을 때, 능력, 능력 x 노력 귀인피드백을
받을 때보다 사후 수학학업성취 점수가 높았다.
셋째, 교사의 귀인피드백과 학생의 그릿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이 때,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에 대한 귀인피드백의 효과
는 노력 x 능력, 노력, 능력 x 노력, 능력 귀인피드백, 통제 순서
로 높은 사후 수학학업성취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낮은 그릿을 지
닌 학생에 대한 귀인피드백의 효과는 노력 x 능력, 노력, 능력, 능
력 x 노력 귀인피드백, 통제 순서로 높은 사후 수학학업성취 점수
를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들이 낮은 그릿을
지닌 학생들보다 대체로 귀인피드백 처치에 따른 점수가 긍정적이
고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넷째, 학생의 그릿인내와 교사의 귀인피드백 사이에 상호작용효
과가 있었다. 이 때, 높은 그릿인내를 지닌 학생에 대한 귀인피드
백의 효과는 노력 x 능력, 능력 x 노력, 노력, 능력 귀인피드백,
통제 순서로 높은 사후 수학학업성취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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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인내를 지닌 학생에 대한 귀인피드백의 효과는 노력 x 능력,
노력, 능력, 능력 x 노력 귀인피드백, 통제 순서로 높은 사후 수학
학업성취 점수를 보였다. 반면, 그릿열정에 대해서는 귀인피드백과
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자기조절력에 대해서는 귀인피드백의 주효과만 있었고
자기조절력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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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 및 실제적 적용
본 연구에서 교사의 귀인피드백은 학생의 마인드셋, 그릿에 따라
학업성취에 다른 영향을 주었다. 즉, 귀인피드백은 마인드셋, 그릿
과의 조절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귀인피드백은 자기조절력과 조절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교육 현장에의 실제적 적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인피드백에 대한 효과는 능력피드백의 효과성을 주장한
Schunk(1984)의

연구결과보다

노력피드백의

효과성을

입증한

Mueller와 Dweck(1998)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왔다. 사전 수학학
업성취를 공변인으로 두어 통제했을 때에도 노력피드백을 우선적으
로 받은 집단들의 교정된 사후 수학학업성취가 높았다.
연구결과 중 특히 주목할 점은 노력피드백을 받았더라도 능력피
드백을 먼저 받고 이어서 노력피드백을 받은 경우에는 노력피드백
의 효과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반면, 노력피드백을 먼저 받고 능력
피드백을 받은 경우가 가장 학업성취에 효과적이었다. 이것은 학생
이 교사로부터 받은 처음의 귀인피드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아무 피드백도 주지 않은 통제집단보다 노력
피드백을 먼저주고 능력피드백을 이어서 준 경우 가장 긍정적인 효
과를 보였고 노력피드백만을 주었을 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
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성취에 무관심하거나 반응을 하지 않기
보다는 학생의 성취에 대한 노력피드백 위주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학생의 마인드셋에 따라 교사의 귀인피드백 효과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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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나타났다. 성장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교사의 귀인피드백
처치에 따라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 반면, 고정마인드셋
을 지닌 학생에게는 교사의 피드백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마인드셋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교사이더라도 학생이 보인
실수나 좋지 않은 성취를 문제현상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러한 경우 자칫하면 학생의 고정마인드셋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Dweck, 2015). 학생이 보인 실수에 대하여 부정적으
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실수(productive failure)라 인식(Kapur, 2014)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의 그릿에 따라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학업성취에 미치
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그릿전체와 그릿을 이루고 있는
큰 두 축 중 하나인 그릿인내는 귀인피드백과 상호작용하여 학생의
긍정적인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축인 그
릿열정은 귀인피드백과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력의 꾸준함을 의미하는 그릿인내만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관심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그릿열정은 학업성취를 유
의하게 예측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Bowman et al., 2015; Wolters
& Hussain, 2015)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한편, 높은 그릿을 지닌 학생은 교사로부터 능력피드백을 받을
때에도 노력피드백을 받은 경우처럼 학업성취가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Schunk(1984)의

연구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Schunk(1984)의 연구에서는 능력피드백을 받은 집단이 노력피드백
을 받은 집단보다 자아효능감(self-efficacy)이 높았고 수학학업성
취도 높았다. 학생의 뛰어난 성취에 대한 능력피드백이 학생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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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에

대한

자기인식(self-perception)과

자아효능감을

높이고

(Schunk, 1984), 이는 결국 학생의 능력으로 귀인을 하게한다는 연
구결과(Frieze & Weiner, 1971; Weiner, 1986)는 이러한 결과를 뒷
받침 한다.
반면, 낮은 그릿을 지닌 학생은 교사로부터 노력에 대한 피드백
을 받았더라도 능력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받은 경우 사후수학학업
성취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
게 노력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오히려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Robertson, 2000).
넷째,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는 다르게 자기조절력에 따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기조절력에 대한
다섯 문항 모두 인지조절 또는 동기조절에 대한 내용보다는 행동조
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임신일(2007)의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났다.
임신일(2007)의 연구에서는 Zimmerman(1990)의 자기조절학습 이론
에 기반하여 자기조절력을 인지⦁초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
로 나누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연구결과, 인지⦁
초인지조절만 학업성취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고 동기조절
은 오히려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쓰인
척도와 유사한 행동조절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
았다.
종합적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학생의 내적특성에 따라 교사의
귀인피드백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에게 유의미하고 적
합한 피드백을 제공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Blumenfeld 등(1982)도
교사는 학생이 믿을 수 없는 무의미한 피드백을 제공하기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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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주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하였다.
특히,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절력과 같은 학생의 내적특성은 빠른
시간 안에 변화시키기 힘든 반면, 귀인피드백은 내적 특성들에 비
해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변화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교사는
즉각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귀인피드백을 잘 활용하여 학
생의 학업성취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마인드셋, 그릿, 자기조
절력과 같은 내적특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12살 또는 13살 학생이 겪는 문제에 대한 그들의 대
처방식은 이후의 인생을 살아가며 겪게 될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에
큰 영향을 준다(Eccles, 2004; Wigfield, Byrnes, & Eccles,
2006). 이 나이의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전환기에 따른
경쟁, 사회적 비교 등을 통해 영향을 받기 쉽다(Eccles et al,
1993). 그러므로 교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가 학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교사 효과성(teacher effectiveness)에 대해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
다. Duckworth, Quinn과 Seligman(2009)은 교사의 긍정적인 특성
(trait)이 학생을 대하는 교사 효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교사
연수에서 그릿, 인생에 대한 만족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에 대해 다
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요 조절변인으로 쓰인 학생의 마인드셋과 그릿에
따라 교사의 귀인피드백이 각기 다른 효과를 보였으므로 마인드셋
과 그릿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성
장마인드셋과 높은 그릿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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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과 그릿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성장마인드셋이 그릿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그릿을 키우기 위한 강력한 요인이
었다(Snipes, Fancsali, & Stoker, 2012). 이 때, 성장마인드셋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이 보인 성취에 대한 노력피드백을 제공
하는 것이 능력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근본적인 방법(fundamental
practice)이다(Laursen, 2015).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종합하여 시사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이 성장마인드셋, 높은 그릿을 지닐 때 교사의 귀인피
드백 처치에 따라 긍정적인 학업성취 점수를 보였다. 따라서 학생
이 성장마인드셋, 높은 그릿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
하다.
둘째, 전체적으로 학생의 성취에 대한 노력 x 능력, 노력 귀인피
드백이 매우 효과적이었다. 능력 x 노력 귀인피드백은 노력 귀인피
드백을 제공했음에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따라서, 교사는
마인드셋, 그릿 등 학생의 내적성향을 파악하여 학생이 보인 학업
성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귀인피드백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내적 상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의 성취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또한 이루어
지고 있다. 흔히 교사는 뛰어난 성취를 보이는 학생에게 ‘정말 머리
가 좋구나’라는 능력피드백을 무심코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학생의 내적인 상태를 반영하지 않은 피드백
은 학생에게 효과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학생의
마인드셋과 그릿 수준을 파악하고 학생이 보인 성취에 대하여 교사
의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진단적, 처방적 교육실천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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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연구의 내적타당성과 외적타당성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참여자들의 개인특성이 연구결과에 반영되는 것을 최
대한 통제하고 연구의 내적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선할당
(random assign)을 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학교현장의 있는
그대로의 생태를 반영하고 학교운영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에 구성된 반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즉, 엄밀히 말하면
기존집단(intact group)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 배정한 것
이기 때문에 유사실험연구 또는 준실험연구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대도시라 할 수 있는 서울과 중소도시라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군산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
다. 연구의 표본으로 전체 학급이 아주 작은 학교의 학생은 넣지
못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일반화 시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는 좀 더 작은
학교급의 학생과 다른 지역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나아가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검증이 이루어져 좀 더
외적타당성을 확보한다면, 우리나라 교육계 전반에 걸쳐 본 실험효
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쓰인 주요 변인에 각각에 대해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그것이 영역 일반적(domain general)
인 속성인지, 영역 특수적(domain specific)인 속성인지 이론적,
실험적 연구가 더욱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Dw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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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u와 Hong(1995)은 지능에 대한 암묵이론(implicit theory)이 개
념적으로는 영역 특수적이라 밝혔다. 이를 학업상황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쓰인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그 효과를 연구해야한다. 또한, 마인드셋이 학업상황을 넘어서 경
영, 예술 분야 등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연구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그릿에 대해서도 마인드셋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영역 일반
에 걸쳐 적용되는 것인지, 영역 특수적으로 적용되는지 이론적, 실
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Duckworth(2016)는 어
느 한 영역을 통해 그릿을 기르면 다른 분야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의견에 따르면 그릿은 영역 일반적인 비인지
적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제 선호도와 운
(chance)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그릿이 발휘될 수 있는 상황이 다
를 수 있으므로 그릿의 영역 특수성을 가정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 쓰인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그릿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양상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그릿열정은 학업성취에 있어 주효과와 상호작
용효과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을 가지고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반드시 즐거움의 감정과 관련되지는 않는다(von
Culin et al., 2014)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하
여 Ericsson, Krampe와 Tesch-Romer(1993)가 제안한 개념인 의식적
인 연습(deliberate practice)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목표를 추
구하는 과정은 비록 즐겁지 않고 힘들더라도 전체적으로 높은 그릿
을 지닌 사람은 의식적인 연습을 하며 목표를 추구한다(Duckworth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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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ckworth 등(2011)은 의식적인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연습의 과
정 중 즐거움이나 내적 보상만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보
다는 오히려 의식적인 연습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수행
등을 위해 명확한 목표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의
식적인 연습이 그릿과 성취 사이를 매개한다고 밝혔다.
넷째, 자기조절력에 대해서는 그릿과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밝
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Duckworth와 Gross(2014)는
높은 그릿과 자기조절력은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각각 작용할 때보
다 뛰어난 성공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추후에는
자기조절력에 대하여 본 연구에 쓰인 행동조절 요인뿐만 아니라 인
지⦁초인지조절, 동기조절 요인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릿과 연관 짓
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귀인피드백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태를 반영하는 학
교 현장 위주의 실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귀인피드백과 관련한 현장 연구는 생태학적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Graham,

1991;

Licht, 1983).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는 학생이 보인 성
취에 대해 다양한 피드백을 주거나 심지어 어떠한 피드백조차 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효과적인 학업성취를 이끌어내기 위
한 학교 생태를 반영하는 귀인피드백 연구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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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마인드셋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을 얼마든
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이라도 열심히
2

노력하면 능력을 바꿀 수 있다고 생
각한다.

3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면

4 능력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
다.
나는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라서 아무
5 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공부하더라
6

도 능력을 많이 바꿀 수 없다고 생각
한다.

7
8

나는 능력은 이미 결정되어 있어 노
력해도 바꾸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능력은 쉽게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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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릿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2

3
4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
면 집중하기가 어렵다(R).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
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R).
나는 노력가이다.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5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R).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6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
다(R).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1

2

3

4

5

8

나는 부지런하다.

1

2

3

4

5

< 자기조절력 >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1

나는 유혹에 잘 빠지지 않는다.

1

2

3

4

5

2

나는 나쁜 습관을 끊기가 어렵다(R).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3
4
5

나에게 좀 더 자제력이 있었으면 좋
겠다(R).
나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그
것을 멈추지 못한다(R).
나는 종종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보
지 않고 행동한다(R).

※ (R)은 역채점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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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사지 >
문제 1. 각 기호가 어떤 규칙일지 추측해보고, 그 규칙에 따라 연산을 해봅시다.

① 2 ★ 3 = 7,

3 ★ 4 = 10,

5 ★ 3 = 13

⇒ 11 ★ 5 =

② 2 □ 4 = 8,

4 □ 2 = 18,

3 □ 1 = 10

⇒ 5 □ 1 =

③ 4 ◆ 6 = 2,

12 ◆ 8 = 4,

3 ◆ 4 = 1

⇒ 12 ◆ 18 =

문제 2. 다음과 같이 수들을 차례로 나열하면 어떤 규칙을 이루는 수들이 됩니다.
(

)안에 들어갈 수를 적어봅시다.

④ 1

1

2

3

5

8

13

⑤ 2

4

8

16

32

(

)

21

(

)

문제 3.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분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20번째에 오는 분수는
무엇일까요?

⑥

1 ,
1

1 ,
2

⑦

1 , ,

1 

2 ,
2


,



1 ,
3


,



2 ,
3

3 ,
3

 
,
,

 



,



1 ,
4

2 ,
4


,




,



3 ,
4

4 ,
4


,




,…



1 ,…
5

답

답

문제 4. 아래에 있는 큐브 조각의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을 앞에서 본
모습을 <보기>로 삼아 색칠해 봅시다.
<보기>

⑧

⑨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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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검사지 >
문제 1. 각 기호가 어떤 규칙일지 추측해보고, 그 규칙에 따라 연산을 해봅시다.

① 1 ☆ 3 = 5,

3 ☆ 5 = 11,

5 ☆ 2 = 12

⇒ 10 ☆ 5 =

② 2 ■ 3 = 7,

4 ■ 3 = 19,

3 ■ 2 = 11

⇒ 5 ■ 2 =

③ 3 ◇ 6 = 3,

15 ◇ 6 = 9,

2 ◇ 7 = 5

⇒ 10 ◇ 19 =

문제 2. 다음과 같이 수들을 차례로 나열하면 어떤 규칙을 이루는 수들이 됩니다.
(

)안에 들어갈 수를 적어봅시다.

④ 1

3

4

7

11

⑤ 1

3

9

27

81

18

29

(

47

(

)

)

문제 3.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분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20번째에 오는 분수는
무엇일까요?

⑥

1 ,
3

2 ,
3

⑦

 
,
,

 


3 ,
3


,



1 ,
4


,



2 ,
4


,



3 ,
4

4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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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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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답

답

문제 4. 아래에 있는 큐브 조각의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을 앞에서 본
모습을 <보기>로 삼아 색칠해 봅시다.
<보기>

⑧

⑨

앞에서 본

옆에서 본

위에서 본

모습

모습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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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기술과 지식 제공 P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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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인피드백 >
1. 능력피드백
① 8점 이상 - 머리가 좋고 수학에 재능이 있군요.
② 7점 이하 -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수학에 재능이 있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2. 노력피드백

① 8점 이상 – 열심히 노력했군요. 아주 잘했습니다.
② 7점 이하 -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아직 못 풀었다면 문제를 좀
더 잘 풀기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하다보
면 더 잘할 수 있어요.

3. 능력 x 노력피드백

① 8점 이상 - 머리가 좋고 수학에 재능이 있으며, 열심히 노력도 했군요.
아주 잘했습니다.
② 7점 이하 -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수학에 재능이 있거
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다보면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4. 노력 x 능력피드백

① 8점 이상 -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노력하면, 수학실력이
많이 올라가고 머리도 좋아질 거예요.
② 7점 이하 - 어렵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잘 안 풀리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다보면 잘 풀 수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수학에
재능이 있거나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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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점검(manipulation che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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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Feedback o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Junsoo Park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ttributional feedback,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predict
positively academic achievement.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what factors show effectiveness. In particular, there
is a lack of authentic and practical research that can be applied
at the school.
This study suggests hypotheses about how the teacher's
attributional

feedback

affects

the

- 113 -

mathematics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student’s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Thus, this study tried to reduce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order to verify the research
hypothesis and to suggest practical measures, the three research
questions based on the preceding research are as follows.
The first research question examined the effects of teacher's
attributional feedback on mathematics achievement according to
student's mindset.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examined the
influence of

teacher's attributional

feedback

on mathematics

achievement according to student's grit. The third research
question

examined

the

influence

of

teacher's

attributional

feedback on mathematics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student's
self–control.
To verify this, data of 252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unsan, a metropolitan city and small
city,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attributional feedback
treatment group was divided into five groups, ability, effort,
ability x effort, effort x ability, and control. The attributional
feedback

was

provided

before

the

post-mathematics

achievement test 2 weeks after the pre-test. And mindset, grit,
and self–control were measured the self–report state of the
student's present condition before the experiment.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feedback were significant. In
other words, teacher's attributional feedback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chievement

of

post-mathematics

achievement

according to student's internal characteristics. The effects of

- 114 -

attributional feedback was significant for students with growth
mindset, high grit, low grit, high grit perseverance, low grit
perseverance,
self-control,

high
and

grit

low

passion,

self-control.

low

grit

However,

passion,
the

high

effect

of

attributional feedback on students with a fixed mindset was not
significant.
Second, there were an interaction effect between teacher's
attributional

feedback

and student's mindset, grit, and grit

perseverance. However, there was no interaction effect with
attributional feedback on grit passion.
Third,
feedback,

self–control
but

the

had
main

the

main

effect

and

effect

of

attributional

interaction

effect

of

self-control were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what the grateful
teacher's

attributional

feedback

according

to

the

student's

mindset and grit are.
In

general,

it

was

effective

to

provide

effort

based

attributional feedback among attributional feedback. And the
effects of attributional feedback were great for students with
growth mindset and high grit. This suggests that educational
prescriptions should ultimately be made to improve the student's
mindset and grit.
Keywords : attributional feedback, mindset, grit, self-control,
academic achievement
Student Number : 2015-2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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