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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과 지연의 관계

권대훈(權大勳)*

지연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을 알면서도 중요한 과제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향성을 지칭한다. 

지연은 거의 모든 사람의 삶에서 흔히 나타나는 보편적인 경향성으로 자기조절의 실패로 개념화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기조절과 관련된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과 지연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학생 363명에게 성장 마인드셋 척도, 미래시간조망 척도, 그릿 척도, 지연 

척도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상관분석 결과 첫째,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둘째,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은 각각 지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구조방정식 검증 결과 첫째, 그릿은 성장 마인드셋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했

고, 둘째, 그릿은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했다. 이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이론적 및 

실제적 시사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지연성향을 줄이고 

자기조절학습을 촉진하려면 학생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도록 하고, 학생들의 미래시간조망 수준 및 그릿을 높

여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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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연(procrastination)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할 일을 의

도적으로 미루는 성향을 말한다(Lay, 1986). 지연은 적어도 전체 인구의 95%에서 나타나고(Ellis

& Knaus, 1977), 성인의 15~20%와 학생의 33~50%에서 만성적으로 나타나며(Steel, 2007), 학생

들의 학업성취는 물론 일반인들의 건강, 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chouwenburg &

Groenewoud, 2001; Steel, 2007).

지연은 자기조절의 실패로 개념화되고 있다(Ferrari, 2001; Senecal, Koestner, & Vallerand,

1995; Steel, 2007; Steel & Klingsieck, 2016; Wolters, 2003).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임

을 알면서도 중요한 일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것은 자기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Steel(2007)은 

지연을 보편적이고 치명적인 자기조절의 실패로 간주했으며, Steel과 Klingsieck(2016)은 학업지

연의 핵심을 자기조절의 실패라고 단정했다. Ferrari(2001)에 따르면 지연은 자기조절의 실패로,

지연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나 인지부하가 높은 상황에서 자기조절에 실패한다.

지연이 자기조절의 실패라면 자기조절과 관련된 요인들은 지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

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과 정적 관계에 있는 요인들은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고, 자기조절

과 부적 관계에 있는 요인들은 지연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조

절과 관련된 요인 중에서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이 지연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한다.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은 지능(능력)의 가변성에 관한 신념으로(Dweck, 1999), 자기

조절과 관련된다(Molden & Dweck, 2006). 그리고 미래시간조망(future time perspective)은 미

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노력하는 성향으로(Zimbardo & Boyd, 1999), 자기조

절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Bembenutty & Karabenik, 2004; de Bilde, Vansteenkiste, & Lens,

2011; Shell & Husman, 2001). 마지막으로 그릿(grit)은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성과 

열정으로(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자기조절과 관련된다(Wolters &

Hussain, 2015). 그동안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의 관계(이수경, 2016; 이정림, 2015), 성장 마인드

셋과 지연의 관계(Howell & Buro, 2009), 미래시간조망과 그릿의 관계(권대훈, 2016), 미래시간

조망과 지연의 관계(Ferrari & Diaz-Moralez, 2007; Sirois, 2014), 그릿과 지연의 관계(권대훈,

2016; Littrell, 2016; Wolters & Hussain, 2015)는 검증된 바 있으나, 네 요인 간의 관계를 동시에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단, 권대훈(2016)의 연구에서는 미래시간조망, 그릿, 지연 간의 관

계를 검증했으나 관련연구가 거의 없으므로 미래시간조망, 그릿, 지연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

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 그릿, 지연 간의 관계는 아직까

지 검증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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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의 자기조절의 실패로 개념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과 지연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지연의 성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은 각각 지연과 부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을 반영하는 특성으로 자기조

절을 촉진하는 데 비해, 지연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에 반(反)하는 특성으로 자기조절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또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은 인지동기적 개념으로 그릿의 인지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그릿은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매

개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과 지연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과 지연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매개하는지 검증한다. 셋째, 미래시간

조망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매개하는지 검증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 및 지연의 관계

마인드셋(mindset)은 지능(능력)의 가변성에 관한 내재적 이론을 말한다(Dweck, 2006). 마인

드셋은 정신자세 혹은 마음자세로 번역할 수 있고 국내에서 지능변화신념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용되는 용어가 없어 이 연구에서는 그대로 마인드셋으로 사용했다. 내재적 이론

(implicit theory)은 지능, 성격, 운동능력 등에 관한 개인의 신념을 지칭하는데 그중에서 지능의 

가변성에 관한 내재적 이론은 인지동기적 개념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능의 가변성에 관

한 내재적 이론은 노력을 통해 지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체계인 증진론(incremental

theory)과 지능이 선천적으로 고정되어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는 신념체계인 실체

론(entity theory)으로 나뉜다(Dweck & Leggett, 1988). 그 후 Dweck(2006)은 증진론을 성장 마

인드셋(growth mindset)으로 명명하고, 실체론을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으로 명명했다.

Dweck(2006)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은 연속선상의 양극단에 해당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만 고려했다.

마인드셋은 자기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조절을 촉진하

지만, 고정 마인드셋은 자기조절을 방해한다. Dweck(2006)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

들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학업장면에서 목표지향성, 노력에 관한 신념, 실패귀인,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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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학습전략, 선호하는 과제난이도, 도전에 관한 견해, 장애물에 대한 태도, 타인의 비판에 

대한 견해, 타인의 성공에 대한 견해 등 자기조절의 여러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Molden

과 Dweck(2006)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은 단기적인 자기조절은 물론 장기적인 성취과정의 자

기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Burnette 등(2013)은 마인드셋과 자기조절의 관계를 검증한 연

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이 자기조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조절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성장 마인드셋은 그릿에 정적 영향을 주고 지

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성장 마인드셋이 그릿에 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체계인 성장 마인드셋을 갖고 있으면 자신이 달성하려고 하는 장기적 

목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

문이다. Snipes, Fancsali와 Stoker(2012)는 성장 마인드셋을 그릿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간주한다.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이수경, 2016; 이정림,

2015; Bashant, 2014; Ingebrigtsen, 2018)도 성장 마인드셋이 그릿에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한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조절에 정적 영향을 주지만(Burnette et al., 2013; Dweck, 2006;

Molden & Dweck, 2006), 지연은 자기조절의 실패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성장 마인드셋은 지연

에 부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성장 마인드셋과 지연 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

(Howell & Buro, 2009; Rickert, Meras, & Witkow, 2014)와 성장 마인드셋이 자기열등화 전략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Ommundsen, 2001; Rhodewalt, 1994)도 성장 마인드셋이 지연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자기열등화 전략(self-handicapping strategy)이란 성취의 장

애물(예: 시험 전날 의도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전략)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실패원인을 능력이 

아닌 장애물로 귀인함으로써 자기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Covington, 1992), 지연행동을 

동기화한다(Dweck, 1999; Steel, 2007; van Eerde, 2003).

요컨대, 성장 마인드셋은 그릿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지연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된다.

2. 미래시간조망과 그릿 및 지연의 관계

인간은 미래를 인지적으로 표상하고, 미래의 가능한 결과를 상상하며, 미래를 위해 계획을 수

립하고, 미래에 관한 인지적 표상에 비추어 현재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미래를 인

식하는 방식은 희망, 목적, 계획을 결정하는 인지적 기반이 된다. 미래시간조망(future time

perspective)은 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 성향으로(Zimbardo & Boyd,

1999), 지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시간조망이다. de Volder와 Lens(1982)는 미래시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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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인지적 측면과 역동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미래시간조망의 인지적 측면은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으로 미래시간조망의 인지적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행동이 미래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용성

과 수단적 가치가 높다고 지각한다. 미래시간조망의 역동적 측면은 장기적 목적에 가치를 부여

하는 능력으로 미래시간조망의 역동적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목표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미래시간조망을 탐조등에 비유한 Gjesme(1983)에 따르면 미래시간조망 수준이 높을수록 미래를 

인지적으로 정확하게 표상하고, 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미래시간조망은 시간차원에서 미래에 존재하는 장기적 목적을 지향하는 그릿의 인지적 기반

으로 작용하여 그릿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미래시간조망 수준이 높을수

록 미래에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목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왜냐하면 미래목표에 가치를 부여하고, 현재 행동과 미

래목표의 관련성을 지각하며, 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미래시간조망이 높아

야 장기적 목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

이다. 반대로 미래목표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현재 행동이 미래목표를 달성하는 데 관련되지 

않는다고 지각하며, 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 자체가 없으면 장기적 목적에 대한 인지적 

기반이 없으므로 그릿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미래시간조망이 동기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고(de Volder & Lens, 1982; Simons,

Vansteenkiste, Lens, & Lacante, 2004), 성실성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Dunkel &

Weber, 2010; Zhang & Howell, 2011)는 미래시간조망이 그릿에 정적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한

다. 그릿은 성실성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다(Crede, Tyna, & Harms, 2017; Duckworth et al.,

2007). 미래지향적인 대학생들이 현재지향적인 대학생들보다 학업성적이 높다는 연구결과

(Barber, Munz, Bagsby, & Grawitch, 2009; Zimbardo & Boyd, 1999)도 미래시간조망이 높을수

록 그릿이 높을 것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학업성적은 대학생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장기적 목

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시간조망이 그릿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권대훈(2016)의 연

구를 제외하면 미래시간조망과 그릿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다.

한편, 미래시간조망은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준다(Ferrari & Diaz-Moralez, 2007; Sirois, 2014).

그 이유는 현재 행동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

획․노력하는 미래시간조망 수준이 높을수록 할 일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성향이 낮기 때문이다.

미래시간조망과 지연 간의 부적 관계는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과 미래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지연성향이 높은 데서 기인한다(Ferrari & Diaz-Moralez, 2007). 또 지연이 자기조절의 실패로 

간주된다는 점(Steel, 2007; Steel & Klingsieck, 2016)을 고려할 때 미래시간조망이 자기조절학습

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de Bilde 등(2011)의 연구결과도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부적 영향

을 미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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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미래시간조망은 그릿에 정적 영향을 주지만, 지연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

된다.

3. 그릿과 지연의 관계

그릿(grit)은 장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성과 열정을 뜻한다(Duckworth et al.,

2007).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한 사람들이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성격특성을 그릿이

라고 명명한 Duckworth 등(2007)에 따르면 그릿은 관심일관성과 노력지속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상위구인이다. 관심일관성은 같은 목적을 장기간 추구하는 경향성을, 노력지속성은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경향성을 가리킨다. 따라서 그릿이 높은 사람은 장

기적 목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수 있는 내적 및 외적 장애

물에 굴하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그릿을 노력지속성

과 관심일관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상위구인으로 개념화한 Duckworth 등(2007)의 견해와 달

리 그릿을 2개의 구별되는 차원-노력지속성과 관심일관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임효진, 2017; Crede, Tynan, & Harms, 2017; Wolters & Hussain, 2015).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Duckworth 등(2007)의 견해에 의거하여 그릿과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

조망, 그리고 지연의 관계를 분석했다.

그릿은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릿이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근거는 장기적 목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는 그릿이 높을수록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지연성향이 낮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릿은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고(권대훈, 2016; Ingebrigtsen, 2018; Wejkum, 2018), 그릿의 두 하위요인인 노력

지속성과 관심일관성이 각각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으며(Littrell, 2016; Wolters & Hussain,

2015), 그릿은 자기조절에 대한 자기효능을 통제할 경우에도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

과(Wejkum, 2018)에 비추어 볼 때 그릿은 지연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릿과 성격 

5요인의 하나인 성실성과 높은 정적 상관(r=.77)이 있다는 Duckworth 등(2007)의 연구도 그릿이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그릿은 성실성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는데,

성실성은 지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Steel, 2007; Steel & Klingsieck,

2016; van Eerde, 2003). 지속성이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Dewitte과 Schouwenburg(2002)의 

연구도 그릿이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할 때 그릿은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자신이 

달성하려고 하는 장기적 목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는 그릿이 높을수록 할 일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지연성향이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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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장 마인드셋은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고(Howell & Buro, 2009; Rickert

et al., 2014),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조절에 정적 영향을 주지만(Burnette et al., 2013) 지연은 자기

조절의 실패로 개념화되고 있으므로 성장 마인드셋은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릿은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고(Ingebrigtsen, 2018; Wejkum, 2018), 지연에 큰 영향을 주는 성

실성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으며(Duckworth et al., 2007),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준다(권대훈,

2016).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은 그릿과 정적 상관이 있고(이수경, 2016; 이정림, 2015), 그릿

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Snipes, Fancsali, & Stoker, 2012). 성장 마인드셋, 그릿, 지연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할 때 그릿은 성장 마인드셋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시간조망은 지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Ferrari & Diaz-Moralez, 2007;

Sirois, 2014), 그릿과 긴밀하게 관련된 성실성과 정적 관계가 있으며(Dunkel & Weber, 2010;

Zhang & Howell, 2011), 그릿에 정적 영향을 준다(권대훈, 2016).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릿은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고, 지연에 부적 영향을 준다. 미래시간조망, 그릿, 지연의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릿은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 지연 간의 이러한 관계를 고려하여 성장 마인드셋, 미래

시간조망, 그릿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이론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이론모형

이 모형에 따르면 ⑴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은 각각 그릿에 정적 영향을 주고, ⑵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은 각각 지연에 부적 영향을 주며, ⑶ 그릿은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한다.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 간에도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이 그릿 및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관심이 있어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은 외생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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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남자 고등학교 2개교와 여자 고등학교 2개교에서 표집

한 2학년 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단, 최종적인 분석대상은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답

한 2명을 제외한 363명이었다. 최종 연구대상을 성별로 보면 남학생이 180명(49.6%), 여학생이 

183명(50.4%)이었다.

2. 측정도구

1) 미래시간조망 척도

미래시간조망은 Zimbardo와 Boyd(1999)가 개발한 Zimbardo 시간조망검사(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ZBTP)의 하위척도인 미래시간조망 척도를 번안한 척도로 측정했다.

ZBTP는 현재 쾌락 시간조망, 현재 숙명 시간조망, 과거 긍정 시간조망, 과거 부정 시간조망, 미

래시간조망을 측정한다.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노력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미래시간조망 척도는 

Likert식 5단계 척도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 예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할 때는 목표를 

세운 다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이 연구에서 미래시간조망 척도의  계수

는 .82였다.

2) 성장 마인드셋 척도

성장 마인드셋은 Dweck, Chiu와 Hong(1995)이 개발한 척도를 우리말로 번안한 척도로 측정

했다. 성장 마인드셋 척도는 노력을 통해 지능이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측정하며, Likert식 

6단계 척도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 예시: 열심히 노력하면 능력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셋 척도의  계수는 .89였다.

3) 그릿 척도

그릿은 Duckworth와 Quinn(2009)이 개발한 척도를 번안한 척도로 측정했다. 그릿 척도는 장

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도(문항 예시: 나는 시작한 일은 무엇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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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마친다.)를 측정하는 노력지속성 척도와 장기적 목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는 정도(문항 예시:

나는 목표를 자주 바꾸는 편이다.)를 측정하는 관심일관성 척도로 구성된다. 이 척도의 문항형식

은 Likert식 5단계 척도이며, 이 연구에서 노력지속성 척도의  계수는 .87, 관심일관성 척도의 

 계수는 .73, 전체 척도의  계수는 .83이었다.

4) 지연 척도 

지연은 Lay(1986)가 개발하고 임성문(2006)이 번안한 척도로 측정했다. 할 일을 의도적으로 

미루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지연 척도는 Likert식 5단계 척도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항 예

시: 해야 할 일의 시작을 미루는 편이다.). 따라서 이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지연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 척도의  계수는 .86이었다.

Ⅳ. 연구 결과

1. 상관분석

변수 간의 상호상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성장 마인드

셋은 미래시간조망 및 그릿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시간

조망은 그릿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었으며, 그릿과 지연 간에는 부적 상관

이 있었다.

<표 1>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 지연 간의 상호상관

1 2 3 4

1. 성장 마인드셋  -

2. 미래시간조망 .33*  -

3. 그릿 .39* .63* -

4. 지연 -.28* -.62* -.66* -

평    균 11.97 42.94 32.76 45.06

표준편차 2.90 6.91 6.08 9.69

왜    도 -.22 .12 -.05 -.12

첨    도 .23 .13 .41 1.1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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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및 이론모형 검증결과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매개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2단계 접근법에 따라 먼저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이론모형을 검증했다. 측정모형에서 성장 마인

드셋의 측정변수들은 성장 마인드셋 척도의 3문항을 그대로 이용했고, 그릿의 경우 그릿 척도의 

하위척도인 관심일관성 척도와 노력지속성 척도를 측정변수로 이용했다. 미래시간조망의 경우 

미래시간조망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3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했고, 지연의 경

우에도 지연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무작위로 나누어 3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했다.

측정변수 간의 상호상관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성장 마인드셋

의 측정변수(M1, M2, M3)는 미래시간조망의 측정변수(F1, F2, F3) 및 그릿의 측정변수(G1, G2)

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지연의 측정변수(P1, P2, P3)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미래시간조

망의 측정변수들은 그릿의 측정변수들과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지연의 측정변수들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표 2> 측정변수 간의 상호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 M1 -

 2. M2 .65** -

 3. M3 .70** .82** -

 4. F1 .19** .24** .27** -

 5. F2 .13* .20** .23** .58** -

 6. F3 .27** .36** .37** .68** .52** -

 7. G1 .36** .42** .43** .53** .49** .68** -

 8. G2 .21** .21** .20** .30** .31** .44** .51** -

 9. P1 -.13* -.19** -.22** -.43** -.43** -.43** -.41** -.44** -

10. P2 -.15** -.22** -.23** -.43** -.38** -.52** -.52** -.57** .59** -

11. P3 -.20** -.29** -.30** -.50** -.44** -.55** -.57** -.47** .58** .70** -

평균 4.07 3.97 3.93 12.84 14.06 16.04 16.30 16.46 14.57 17.08 19.41

표준편차 1.09 1.06 1.08 2.73 2.19 3.14 3.47 3.51 3.23 3.91 4.01

*p<.05, **p<.01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았다( (38)=109.67, p=.000, GFI=.95,

AGFI=.91, NFI=.95, CFI=.97, SRMR=.04, RMSEA=.07).〔그림 2〕에 제시되어 있는 측정변수들

의 표준화 경로계수에 비추어 볼 때 측정모형의 측정변수들은 각각 대응되는 잠재변수를 제대

로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측정모형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 간의 상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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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1,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 간의 상관은 r=.52, 미래시간조망과 그릿 간의 상관은 r=.87, 성장 

마인드셋과 지연 간의 상관은 r=-.33, 미래시간조망과 지연 간의 상관은 r=-.74, 그릿과 지연 간

의 상관은 r=-.81로 모두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양호했으므로 이론모형을 검증한 결과 이론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았

다( (38)=109.67, p=.000, GFI=.95, AGFI=.91, NFI=.95, CFI=.97, SRMR=.04, RMSEA=.07). 그러

나 성장 마인드셋→지연 경로의 경로계수(B=.40, =.12, p=.09)와 미래시간조망→지연 경로의 

경로계수(B=-.15, =-.12, p=.5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경로를 삭제한 수정모형의 적

합도를 추정했다.

수정모형을 검증한 결과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매우 높았다( (40)=115.52, p=.000, GFI=.94,

AGFI=.91, NFI=.95, CFI=.97, SRMR=.05, RMSEA=.07). 이론모형과 수정모형의  차이검증 결

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5.86, df=2, p>.05), 이 결과는 이론모형보다 수정

모형이 더 적합한 모형임을 의미한다.

수정모형에서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은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B=.44, =.15, p<.01), 미래시간조망은 그릿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

적 영향을 미쳤으며(B=.86, =.82, p<.01), 그릿은 지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B=-.96, =-.81, p<.01).

[그림 2] 수정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그리고 AMOS의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간접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그릿→지연 경로의 간접 효과(=-.12, 95 CI〔-.26, -.05〕, p<.05)와 미래시간조

망→그릿→지연의 간접 효과(=-.67, 95 CI〔-.75, -.53〕, p<.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736  아시아교육연구 19권 3호

Ⅴ. 논의 및 결론

지연을 자기조절의 실패로 간주하고 자기조절과 관련된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과 

지연의 관계를 검증한 이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

망, 그릿, 지연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 간

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세 요인들은 모두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그릿은 성장 마인

드셋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했다. 셋째, 그릿은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

을 완전매개했다.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 간의 정적 상관은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

이 높을수록 장기적 목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 간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이

수경, 2016; 이정림, 2015; Bashant, 2014; Ingebrigtsen, 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미래시간조망

과 그릿 간의 정적 상관은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미래목표에 꾸준한 관심

을 갖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뜻하며, 미래시간조망과 그릿 간

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권대훈(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과 

그릿 간의 상관은 세 요인이 모두 미래지향적인 개념인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 마인

드셋은 미래의 자기가 현재의 자기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이고, 미래시간조망

은 미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노력하는 특성이며, 그릿은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실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이다.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과 그릿 간의 정적 상관에 비추어 

볼 때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은 그릿의 인지적 기반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 마인드셋과 지연 간의 부적 상관은 자신의 능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이 

높을수록 자신의 성장과 직결된 자기조절 수준이 높으므로 지연성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 마인드셋과 지연 간에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Howell & Buro, 2009;

Rickert et al.,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미래시간조망과 지연 간의 부적 상관은 미래를 예견하

는 능력이 부족하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 낮을수록 지연성향이 높은 데서 기인하며(Ferrari &

Diaz-Moralez, 2007), 미래시간조망이 지연과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Ferrari &

Diaz-Moralez, 2007; Sirois, 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릿과 지연 간의 부적 상관은 장기적 목

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그릿이 높을수록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지연성향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선행연구(권대훈, 2016; Ingebrigtsen, 2018;

Wejbum, 2018)의 결과와 일치한다.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과 지연의 관계는 이 요인들이 모두 시간차원에서 미래 시

점을 공유하는 특성인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장 마인드셋은 미래 자신의 능력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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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신념이고, 미래시간조망은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하는 능력이며, 그릿

은 미래에 존재하는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성향이므로 모두 자신

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미래지향적인 특성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미래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을 알면서도 할 일을 미루는 지연은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성장을 방해하는 특성이다.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 간의 정적 상관과 성장 마인드

셋, 미래시간조망, 그릿과 지연 간의 부적 상관은 이 요인들의 개념적 성질에 비추어 충분히 설

명된다.

성장 마인드셋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완전매개한 결과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

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이 높을수록 자신의 성장과 직결된 장기적 목적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므로 지연성향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성장 마인

드셋과 그릿의 관계, 그리고 그릿과 지연의 관계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성장 마

인드셋은 그릿에 정적 영향을 주는데(이수경, 2016; 이정림, 2015; Snipes et al., 2012), 그릿은 

지연에 부적 영향을 주므로(권대훈, 2016) 성장 마인드셋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매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완전매개한 결과는 미래를 예견하고 계획하는 

능력이 높을수록 장기적 목적에 관심이 많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므로 

지연특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 결과는 미래시간조망과 그릿의 관계, 그릿과 지연의 관

계에 비추어 해석할 수 있다. 즉, 미래시간조망은 그릿에 정적 영향을 주지만(권대훈, 2016) 그릿

은 지연에 부적 관계가 있으므로(권대훈, 2016; Ingebrigtsen, 2018; Wejkum, 2018) 미래시간조망

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매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미치는 영향을 그릿이 매개한 결과는 성장 마인드

셋 및 미래시간조망이 그릿의 인지적 기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리적으로 볼 때 노

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견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

을 기울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능력이 변화될 수 없다고 믿

거나 미래를 예견하거나 계획하는 능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적 목적 자체에 관심이 없을 것이므

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이 그릿을 매

개로 지연에 간접 효과를 미친 것은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을 변화시켜 그릿 수준을 높

이는 것이 지연성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이 지연에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전체적

으로 지연을 자기조절의 실패로 간주하는 견해(Ferrari, 2001; Senecal, Koestner, & Vallerand,

1995; Steel, 2007; Steel & Klingsieck, 2016; Wolters, 2003)가 타당하다는 것을 지지한다.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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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Molden & Dweck, 2006), 미래시간조망(de Bilde et al., 2011; Shell & Husman, 2001),

그릿(Wolters & Hussain, 2015)은 모두 자기조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므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의 지연성향은 자신의 능력이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이 낮거나, 미래를 위해 계획

하고 노력하는 성향이 낮거나, 장기적 목적에 대한 관심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특성이 낮은 데서 기인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지연성향을 줄이고 자기조절 

학습을 촉진하려면 학생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도록 하고, 학생들의 미래시간조망 수준 및 그

릿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이 지연에 영향을 준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학

생들의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

대된다. 메타분석 연구(Steel, 2007; van Eerde, 2003)에 따르면 지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실성인데, 성실성은 성격특성이므로 단기간의 훈련으로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이 연구

에서 그릿도 지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릿은 성실성의 하위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Duckworth et al., 2007) 실험적으로 변화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은 각각 훈련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는 연구증거가 있다. 예컨대, 김보미

(2015)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인드셋 변화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성장 마인드셋은 물론 학

업적 자기효능감과 목표지향성이 변화되었다고 보고했으며, Hall과 Fong(2003)은 미래시간조망

이 훈련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 훈련이 지연감소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릿을 노력지속성과 관심일관성으로 나누어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리고 지

연 간의 전체적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Duckworth 등(2007)은 그릿을 노력지속성과 

관심일관성을 하위요인으로 하는 상위구인으로 개념화했다. 그릿에 대한 이러한 개념화는 그릿

의 측정도구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많은 연구에서는 그릿을 단일 지표로 간주하여 다른 요인과 

관계를 분석했다. 그러나 최근 Duckworth 등(2007)의 개념화와 달리 그릿을 2개의 구별되는 차

원-노력지속성과 관심일관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연구증거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Wolters와 Hussain(2015)은 그릿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⑴ 2요인모형이 

2차적 요인모형이나 단일요인모형보다 적합도가 높고, ⑵ 노력지속성과 관심일관성 간에 정적 

상관이 있으나 상관이 낮아(r=.12) 공유하는 부분이 적고, ⑶ 노력지속성은 자기조절학습의 7개 

지표(가치, 자기효능, 인지전략, 메타인지전략, 시간관리전략, 학습환경관리전략, 지연)를 잘 예

언하지만 관심일관성은 2개 지표(학습환경관리전략, 지연)만 예언한다는 점을 들어 Duckworth

등(2007)이 제안한 그릿의 두 측면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Crede 등 

(2017)은 그릿의 구조와 그릿과 관련변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메타분석한 연구에서 그릿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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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구조가 확인되지 않았고, 노력지속성은 관심일관성보다 준거타당도가 높아 그릿의 구인타

당도가 의심스럽고, 그릿의 일차적 유용성은 노력지속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임효진(2017)도 그

릿의 요인구조를 검증한 연구에서 2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가장 높으며, 노력지속성이 관심일관

성보다 그릿의 성격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감안하여 향

후 그릿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고, 그에 근거하여 다른 요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를 수

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성장 마인드셋, 미래시간조망, 그릿과 자기조절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그

동안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조절(Molden & Dweck, 2006), 미래시간조망과 자기조절(Shell &

Husman, 2001), 그릿과 자기조절(Wolters & Hussain, 2015)의 개별적인 관계는 검증된 바 있으

나, 이 요인들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고려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셋째, 지연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상관설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성장 마인드셋은 훈련으

로 변화시킬 수 있고(김보미, 2015), 미래시간조망도 훈련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Hall &

Fong, 2003) 향후 실험연구를 통해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에 대한 훈련이 지연성향을 

감소시키는가를 검증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넷째,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은 모두 시간차원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인지동기적 요인이지만,

지금까지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상관은 인과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실험연구를 통해 성장 마인드셋과 미래시간조망 간의 인

과관계의 방향을 확인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다섯째,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 훈련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요청

된다. 성장 마인드셋 및 미래시간조망이 그릿과 정적 상관이 있다는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들의 

그릿을 높이려면 학생들이 성장 마인드셋을 갖도록 하고, 미래시간조망 수준을 높여야 함을 시

사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표집했으므로 연구대상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연령(혹은 학년)이나 성별과 같

은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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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 among Growth Mindset, Future Time Perspective, Grit

and Procrastination

Kwon, Dae-Hoon*

Procrastination is the tendency to delay important tasks unnecessarily and voluntarily despite

knowing that one will be worse off for doing so. Procrastination is prevalent and conceptualized

as a failure of self-reg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 among

growth mindset, future time perspective, grit and procrastination. Three hundred and sixty

three high school students filled out Growth-mindset scale, Future time perspective subscale

of Zimbardo Time Perspective Inventory, Grit Scale, and Procrastination scale.

Correlational analysis indicated that ⑴ growth mindset, future time perspective, and grit

were positively correlated each other, ⑵ growth mindset, future time perspective, and grit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rocrastination respectively. SEM revealed that ⑴ grit fully

mediated the relation from growth mindset to procrastination, ⑵ grit fully mediated the relation

from time perspective to procrastin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ies that, to reduce students’ procrastination tendency

and to facilitate self-regulatory learning, we should encourage them to adopt growth mindset,

to raise future time perspective and grit.

Key words: growth mindset, future time perspective, grit, procra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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