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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학습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2001년~2019년까지 국내에서 실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에 적합한 34편의 논문

을 선정하였다.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변인들은 선행 연구 동향과 분석 가능 준거에 의하여 그릿, 자기효능감, 성취

목표, 귀인성향, 지각된 유능감과 같은 학습동기 변인과 학업성취와 같은 학습결과 변인, 인구통계학적 요인인 학교급

별 변인으로 정리되었다. 고정효과 모형과 무선효과 모형을 통해 변인들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습동기의 평균효과크기는 .284로 중간 정도 크기를 나타냈고, 학습동기 변인으로 분류된 그릿의 평균효과크기는 

.274, 자기효능감 .322, 성취목표 .228, 귀인성향 .315, 지각된 유능감 .348로 나타났다. 이어서 학습결과인 학업성취

(성적)의 평균효과크기는 .167로 작은 수준의 크기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체적인 

학교급별 차이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장 마인드셋의 효과크기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급별로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초등학

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효과크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국내 연구들에서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동기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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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비인지적 능력에 대한 탐색과 증진이 교육 이론과 현장 연구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개인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비인지적 특성, 즉 마인드셋(mindset), 

유능감, 그릿(Grit) 같은 구인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Heckman & Masterov, 2007). 따라

서 OECD의 교육연구 및 혁신 센터인 CERI(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미국대학평가기구인 ACT(American College Testing),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등 여러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비인지적 

특성을 측정하고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이자형, 이기혜, 2011). 이에 현장의 

교육자들도 학습자의 비인지적인 측면을 길러주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도입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인지적 특성의 하나로 소개된 마인드셋은 Dweck(2000)이 제시한 ‘지능신념’ 연구의 종

합적 결과로 제시된 용어이며 정신자세나 마음자세를 뜻한다. 일부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성

장신념’으로, 고정 마인드셋을 ‘고정신념’으로 번역하기도 한다(예: 박병기, 문광희, 임신일, 2009). 

Dweck(2006)은 『MINDSET: The New Psychology of Success』에서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을  

‘마인드셋’으로 칭하고 지능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과 지능이 변하

지 않는다고 믿는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을 소개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지능에 대해 가지는 신념은 학습동기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며, 학습동기는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자기결정성 등 학업적응과 수월성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과 관련이 있다. 학습

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끈기를 발휘한 결과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한다(Dweck, 2006). 

본 연구의 주제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학업에서 긍정적인 모습

을 보인다. Dweck(2000)은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보다 높은 자기

효능감을 가지며, 높은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으로 이어지고, 이 노력이 

다시 높은 학업성취를 가져와 성장 마인드셋을 높인다고 하였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실패

를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요인 즉, 지능과 능력의 한계 때문으로 해석하여 아주 낮은 실패 가능성에

도 민감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은 실패를 노력 부족으로 해석하여 실패 가능성에 덜 민

감하다(Dweck, 2016). 

유사한 맥락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학업성취, 학습동기와 관련지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학습자가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성적, 선호하는 과제 난이도, 자기

조절 등 여러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한다(권대훈, 2018). 대체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취나 동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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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데, 구체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높은 자존감, 자기효능감을 지니고 있으며(정윤

경, 송주연, 2018), 학업에 대한 동기, 학교적응, 수업참여, 수업태도, 학업 스트레스 대처 등에서 

보다 적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채민정, 이은주, 2018).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에 관한 일부 연구에서는 비슷한 주제임에도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보고되

기도 한다. 성취목표 연구에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습자는 숙달목표를 일관되게 지향한다고 보

고한 결과(박병기, 송정화, 2008; Dupeyrat & Mariné, 2005)가 있는 반면 수행목표를 지향한다고 

보고한 결과(조준한, 박경자, 2010; Leondari & Gialamas, 2002)도 있다. 또한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성장 마인드셋이 낮아지고 그 결과 귀인, 자기효능감 등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지지되고 있으나

(김복환, 홍석기, 하문선, 2019; 류재준, 2018; Sisk, Burgoyne, Sun, Butler, &  Macnamara, 

2018), 이와 상반된 결과(이수경, 2016; 이은철, 2008)나 학교급과 성장 마인드셋의 관계성을 부정

하는 결과(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Dweck, 2000) 역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부터 성장 마인드셋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 왔으나, 

이렇듯 서로 다른, 때로는 상충되기까지 하는 개별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 이해는 부족한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

장 마인드셋 자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과의 관계를 종합하기 위해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관

계가 있다고 알려진 요인 또는 요인의 구성요소에 따른 관계의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 연구가 주로 다루어지는 영역이 아동기와 청소년기 학습 과정이나 결과, 나아

가 학업적응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성장 마인드셋과 학교급에 따른 학습 상황에서의 동기 

및 성취 관련 변인들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

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 중 성장 마인드

셋과 학습 관련 변인에 대한 개별 연구물의 결과들을 메타분석을 통해 양적으로 종합하고 그 효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장 마인드셋과 학습 관련 변인들의 전체 평균 효과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성장 마인드셋과 학습 관련 변인들의 효과크기와 그 하위변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학교급에 따라 성장 마인드셋과 학습 관련 변인들 간 효과크기에 차이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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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마인드셋의 개념

마인드셋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유도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의 지적인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Dweck, 2000). 개인은 자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신념

에 따라 일관된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이 같은 신념과 관련하여 Bandura와 Dweck(1981)은 

마인드셋의 기본이 되는 지능의 암묵적 이론(implicit theory of intelligence)을 설명하였다. 학자들

은 지능이 유동적이며 개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통제되거나 신장될 수 있는 속성이라고 믿는 신념

(증진론)과, 지능은 고정적이고 노력 여부에 따라 쉽게 변화되지 않는 속성이라고 믿는 신념(실체론)

을 구분한다(Dweck & Leggett, 1988). 이후 증진론은 성장신념 또는 성장 마인드셋으로, 실체론은 

고정신념 또는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다. 

Dweck과 Leggett(1988)의 설명에 의하면 개인의 능력이 실제로 또는 객관적으로 변화가 가능한

지에 대한 사실과는 별개로, 개인이 그 가변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에 따라 목표 추구를 

향한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Dweck(2006)은 학습자들이 비슷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동일한 과제

에 대해 다른 행동을 보이는 이유는 학습자가 가진 마인드셋 때문이라고 보았다. 학습 상황을 예로 

들면,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능력에 대한 인식, 학습목표의 설정, 학습과제의 실패

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이는 학습태도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Dweck, 2016; 

Dweck, Chiu, & Hong, 1995). 따라서 학습자의 마인드셋을 파악하면 성취 과정에서 보일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보일 행동을 더 잘 예측하고 적절하게 처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 마인드셋보다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을 때 인지, 정서, 행동 영역에서 보

다 적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다(박은, 김교헌, 2015).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고

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에 비해 노력이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 적응적 

동기양식을 갖게 되어(Dweck et al., 1995) 높은 학업성취 결과를 보인다(Good, Aronson, & 

Inzlicht, 2003). 각종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노력에 대한 신념, 성취목표, 실패 시 귀인양식, 성취기준, 학습전략, 과제 난이도 선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고, 대부분의 결과는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신명용, 2019; 신민, 안도희, 2014; 윤성혜, 임지영, 2019; 이소희, 2010; 조남근, 권정희, 정미

예, 2017; 진성조, 이진실, 2018; 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Dweck & Leggett, 

1988; Dweck & Maste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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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마인드셋과 학습 관련 변인의 연구 동향

마인드셋과 관련된 변인에 대해 메타분석을 실시한 선행 연구는 국내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외에는 마인드셋과 학업성취에 대한 메타분석(Sisk et al., 2018)이 있다. Sisk 등(2018)은 

마인드셋과 학업성취의 정적인 관계를 조절하는 요인들, 즉 발달단계, 사회경제적 지위, 마인드셋의 

종류, 학업위기요인 등을 다양하게 확인하였으나, 오직 발달단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

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성인보다 크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성장 마인드셋의 연구들은 주로 아동·청소년기의 학업 수행이나 적응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대다수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

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인수, 2018; 이수경, 이경은, 2019)부터 중학생(김복환, 홍석기, 

하문선, 2019; 정윤경, 송주연, 2018), 고등학생(오주원, 2019; 임효진, 류재준, 2019), 대학생(안태

영, 양수진, 2020; 표정민, 2019)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다. 대체로 초·중·고등학교 순서대로 학

교급이 높아질수록 성장 마인드셋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에서는 초등학생보다 중학생

의 성장 마인드셋이 더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 장면에서 주로 많이 연구되고 오랜 기간 그 결과가 축적된 학습동기 이론과 

관련이 높다. 학습동기는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관여하는 동기적 특성으로, 학습과 관련된 행동의 

강도와 방향을 규정짓는다(김아영, 2010). 여기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의 배경으로 학습동기 이론 중 

귀인, 성취목표, 지각된 유능감을 설명하고 마인드셋과의 관련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1) 귀인

귀인(attribution)이란 어떤 현상이나 결과의 원인을 추론하는 것으로, 그 원인 추론의 양식에 따

라 이후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 양식이 달라지게 된다. 귀인 양식에 대해서는 Weiner(2010)의 분류

가 대표적인데, 크게 보아 소재(locus) 차원, 즉 개인의 내부 혹은 외부에 원인을 두는 차원이 있고, 

안정성(stability) 차원, 즉 상황이 전환되었을 때 변화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차이를 두는 

차원이 있으며, 통제가능성(controllability) 차원, 즉 개인의 통제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따라 차이

를 두는 차원이 있다. 

특히 마인드셋의 개념화에는 귀인양식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Dweck(2007), Ehrlinger, 

Mitchum과 Dweck(2016)에 따르면 마인드셋이 달라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귀인 양식은 상이하

게 나타난다. 예컨대 과제에 성공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그 원인을 주로 자신의 노력

에서 찾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그 원인을 주로 자신의 능력에서 찾는다. 마인드셋에 

따른 학습자 내면의 귀인 추론 과정이나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의 차이는 특히 실패 상황에서 더 잘 



646  아시아교육연구 21권 2호

드러난다(임미희, 2017; Baird, Scott, Dearing, & Hamill, 2009). 예컨대 시험 성적이 낮을 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그 이유를 자신의 노력이나 전략 부족으로 귀인하는 반면(Henderson & 

Dweck, 1990)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자신의 능력 부족으로 귀인한다(Blackwell et al., 

2007). 여기에서 성장 마인드셋이 가진 긍정적 결과가 귀인양식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

컨대 성장 마인드셋의 학습자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문제를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실패 상황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전략을 탐색하기 때문에 이후에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

면 고정 마인드셋의 학습자는 실패의 원인이 되는 문제가 타고난 능력 부족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황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며, 따라서 학습에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과 귀인신념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이경은, 2018; 이수경, 

이경은, 2019)에서는 대체로 성장 마인드셋이 내적 귀인과는 정적 상관, 외적 귀인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임선아, 2001)에서도 귀인 양식이 다른 학습동기 변인과 함께 

마인드셋의 유형을 나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2) 성취목표 

성취목표는 성취 행동에 개입하려는 이유를 다루고 있으며(Ames, 1992) 따라서 왜 특정한 목표

를 가지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관여하는지에 초점을 

둔다(Schunk, Pintrich, & Meece, 2013). 과거에는 성취행동에 대한 개인의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 orient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개인의 성향

보다 성취행동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개인의 유능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평가하는지를 

중시하여 성취목표(achievement goal)라는 용어를 사용한다(Elliot & Murayama, 2008). 

성취목표는 성취행동의 목적이 과제숙달이나 자아성장에 있는 경우 숙달접근목표(mastery 

approach goal)로, 자신의 내적 기준에서 기술의 진전이 없거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 숙

달회피목표(mastery avoidance goal)로  간주한다. 또한 그 목적이 상대적인 유능감의 과시 혹은 무

능감의 회피에 있을 경우 각각 수행접근목표(performance approach goal)와 수행회피목표

(performance avoidance goal)로 간주한다(Elliot & McGregor, 2001).

이와 같은 성취목표의 분류에 따르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높고(Dupeyrat & Mariné, 2005),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수행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높다

(임미희,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유능성과 관련된 개인의 인식이나 평가가 마인드셋과 연결된다. 

도전적인 과제를 접했을 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이를 능력 증진의 과정으로 보고 적극적

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그 과제가 자신의 유능감을 드러낼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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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성공할 가능성이 있으면) 과제 수행에 적극적이지만,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으면 

회피적인 태도를 보인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소희(2010)의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이 숙달접근목표, 숙달회피목표

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수행회피목표와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병상(2013)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가진 마인드셋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고착되며, 이에 따

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숙달접근목표보다 수행접근목표를 더 지향하게 되고, 성장 마인

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수행접근목표보다 숙달접근목표를, 수행회피목표보다 숙달회피목표를 더 지

향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연구에 따라 성장 마인드셋과 성취목표 유형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들을 볼 때, 성장 마인드셋과 목표유형의 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고 그 효과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지각된 유능감과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능감(perceived competence)은 사회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개인이 과제를 해결하는 능

력에 대한 신념이다(Deci & Ryan, 1985). 개인이 지각하는 유능감 수준은 자발적이고 긍정적인 학

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그 수행은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Deci & Ryan, 

2000). 학습자가 성장 마인드셋을 키울수록 꾸준한 노력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높은 수준의 지각된 유능감을 갖도록 도와준다(Ahmavaara & Houston, 2007; Huang, 

Zhang, & Hudson, 2018).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금희, 2016),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도희, 김옥분, 2007)에서 지각된 유능감과 성장 마인드셋의 관계는 일관되게 정적인 것으

로 나타났으며, 장암미, 안도희(2013)에서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습자가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습자보다 인지적 유능감과 사회적 유능감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

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여 수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공 경험을 통해 유능감을 꾸준히 형성하

는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어려운 과

제는 회피한 결과 성공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지각된 유능감이 낮아진다(Dweck, 2000).

관련된 개념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있다. 자기효능감은 과제 수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

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김아영, 2010). 성장 마인드셋과 지각된 

유능감의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력으로 인한 변화 가능성을 믿는 학습자는 그 결과 성공적

이고 높은 성취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자기효능감의 원천(source)이 될 

수 있다.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대해 수행한 종단연구(김복환, 홍석기, 하문선, 

2019)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연구(이서정, 신태섭, 2018)에서는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효



648  아시아교육연구 21권 2호

능감의 전체 상관관계가 .47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조

절 효능감, 자신감과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였지만 과제 난이도 선호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의 평균효과크기를 하위요인까지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자

기효능감의 어떤 부분이 성장 마인드셋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그릿과 학업성취

그 외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되어 최근 활발하게 연구된 변인으로는 그릿(Grit)이 있다. 그릿은 장

기적인 목표를 위해 관심을 지속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특성(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이다. 여기서 관심을 지속하는 것은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 어려움을 극복하

는 것은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은 공통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

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연결된다. 이는 뇌과학적 자료(fMRI)를 통해서도 밝혀졌는

데,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은 배쪽 선조체(ventral striatum)와 양쪽 전전두피질(bilateral perfrontal 

cortex) 사이에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은 미래

의 목표를 향해 헌신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Duckworth & Eskreis-Winkler, 2013). 또한 그릿

이 높을수록 성장 마인드셋이 강화되며, 강화된 성장 마인드셋은 끝까지 목표를 추구하게 하는 그릿

을 높일 수 있다(Dweck, 2006).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도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은 높은 상관이 

있었고(김인수, 2018; 김현주, 강상범, 김덕진, 2018),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의 상관계수는 .55로 나

타나(김인수, 2018)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이 대체로 정적인 관계를 가짐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 마인드셋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일관된 결과를 보이

고 있다. Blackwell 등(2007)은 초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인드셋에 따른 학

업성취도의 차이를 연구하였고, 2년 후 동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

를 보면 학업적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작은 초등학생 시기보다 중학생 시기에 성장 마인드셋이 학업

성취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ood과 Aronson(2007)의 연구에서도 성장 마인

드셋이 상위권 여대생들의 수학성적을 유의하게 예측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연구 결과를 가

진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성장 마인드셋 관련 변인들을 크게 학습동기와 학습결과로 나눌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변인과 그 하위요인까지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하여 성장 마인드셋 관련 변인들

이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장 마인드셋과 학습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649

Ⅲ.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성장 마인드셋 관련 변인들의 효과에 대한 결과를 메타분석하기 위해 2001년 1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의 연구물을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 RISS, KISS, DBPIA, 한국학술정보 사이

트에서 ‘성장 마인드셋’, ‘증진이론’, ‘지능신념’, ‘변화신념’, ‘성장신념’, ‘incremental theory of 

intelligence’ 등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을 수집한 결과 총 135편의 논문이 검

색되었고 이 중 효과크기를 구할 수 없는 질적 연구와 문헌 연구, 상관계수와 사례 수가 없는 논문 

등이 제외되었다. 의미 있는 메타분석을 위해서는 논문의 수보다도 각 논문의 질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면서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명시된 논문을 선별하여 총 34편의 논문

을 채택하였다. 자료의 수집과 선정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대상 연구물 선정 절차

2. 자료의 코딩 및 성장 마인드셋 관련 변인의 범주화

본 연구에서는 코딩 작업자 간 신뢰도를 위하여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대해 숙지한 교육심리 전공 

연구자 3인이 함께 코딩을 검토하였으며 연구자의 코딩 결과물을 상호교차 점검을 통해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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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후 교정이 필요한 부분은 공동으로 교정하여 코딩 작업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자료의 

코딩양식은 Lipsey와 Wilson(2001), Cooper(2010)의 도구 개발 기준을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기록하였다. 기록에 포함된 내용은 첫째, 연구의 기초정보(일련번호, 연구자명, 출판년도, 출판

유형, 학교급, 표본 수), 둘째,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변인, 각 변인들의 하위변인들과 성장 마인드

셋과의 상관계수 등이다. Borenstein, Hedges, Higgins와 Rothstein(2009)에 따르면 최소 3편 이상

의 논문에서 나타난 변인들을 통합하는 것이 메타분석의 타당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

서 2편 이하로 보고된 변인들(예: 성별, 부모/교사/학교 요인, 학습전략)은 제외하고 관련 변인들을 

정리한 뒤,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 변인들의 범주를 설정하였다. <표 1>에서 메타분석에서 활용된 

변인들과 이 변인들이 속하는 범주를 제시하였다. 

범주 변인 사례 수 논문 수

학습동기

그릿 5,184 12

자기효능감 5,592 5

성취목표 15,136 7

귀인성향 1,185 4

지각된 유능감 1,534 5

학습결과 학업성취(성적) 16,077 11

학교급

초등학교 6,640 11

중학교 23,916 15

고등학교 9,386 11

<표 1> 메타분석에 사용된 변인들과 범주 명칭

다음으로 <표 1>과 같이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변인을 크게 학습동기, 학습결과로 나누고 학교

급을 기준으로 변인을 나누었다. 이에 학습동기 범주에는 그릿,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귀인성향, 지

각된 유능감을, 학습결과 범주에는 학업성취(성적)를, 학교급 범주에는 초·중·고등학교급을 포함하였

다. 단일연구에서 복수의 연구집단을 보고한 경우 각각을 독립적인 집단으로 간주하여 효과크기를 

계산하였다(Borenstein et al.,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메타분석을 위해 사용된 논문 전체는 34

편이고 연구의 효과크기는 120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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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 및 자료처리

메타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R(version 3. 6. 1)이다.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하기 전 

상관계수 r값을 정상분포를 따르는 Fisher의 Z계수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황성동, 2015). 효과크기

의 비교를 위해서는 Cohen(1988)의 기준을 따라 작은 효과크기는 0.1 이하, 중간 효과크기는 0.3, 

큰 효과크기는 0.5 이상으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Fisher의 Z계수와 상관계수의 효과크기를 함께 

제시하여 효과크기를 해석하는 데 용이하도록 하였다.

메타분석은 출판편향성이 있는 경우 효과크기가 과대 추정되어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저해된다. 

특히 선행 연구를 종합할 때 모든 연구들을 수집하지 못하고 일부 연구만을 사용하면, 출판편향 문

제와 미출판 논문에 대한 책상서랍 문제(file drawer problem)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료의 편

파문제와 책상서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osenthal(1979)과 Orwin(1983)의 Fail-safe N, Egger, 

Smith, Schneider와 Minder(1997)의 회귀모형 그리고 Duval과 Tweedie(2000)의 Trim and Fill 방

법을 사용하였다. 만약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에는 출판편향이 있는 것이고, 회귀모형

이 유의하지 않으면 출판편향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황성동, 2015). 출판편향이 있다고 나타난 

경우 Rosenthal(1979)과 Orwin(1983)의 Fail-safe N으로 자료의 오류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후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0을 포함하는지 확인한 후 효과크기의 이질성을 검증

하여 고정효과 모형과 무선효과 모형 중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를 분석하였다. 동질성 검증을 위

해서는 Q값과 이질성을 나타내는 통계지수인  을 모두 사용하였다. 이질성이란 각 연구로부터 나

타난 효과의 크기가 분포된 정도를 의미하며  은 비율(%)로 표시된다.  =50%를 기준으로 고정

효과 모형과 무선효과 모형을 선택하며 0~25%는 낮은 이질성, 25~75%는 중간 크기의 이질성, 

75% 이상은 큰 크기의 이질성을 의미한다(Higgins, Thompson, Deeks, & Altman, 2003). 

Ⅳ. 연구 결과

1. 출판편향 검토

성장 마인드셋 관련 변인에 대한 출판편향 검토 결과는 <표 2>와 같다. 그릿(I=-0.853, p>.05) 

자기효능감(I=0.613, p>.05), 지각된 유능감(I=-1.815, p>.05), 성적(I=0.981, p>.05) 변인들은 에거 

회귀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출판편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성장 마인드셋과 

성취목표의 관계에서는 출판편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Rosenthal(1979), Orwin(1983)의 

Fail-safe N의 값에 비추어 보면 결측치들은 안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uva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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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edie(2000)의 Trim and Fill의 방법을 활용하여 비대칭 교정한 결과 총 8개의 연구가 추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변인 

Rosenthal
Fail-safe N

Orwin Fail-safe N Egger’s intercept

Z-value
missing 
studies

Fisher’s
Z

missing 
studies

intercept p

학습동기

그릿 29 8.088 8883 0.274 29 -0.853 0.401

자기효능감 26 16.061 9448 0.322 26 0.613 0.546

성취목표 28 9.054 11532 0.228 28 2.536 0.018

귀인성향 9 3.854 845 0.315 9 - -

지각된 유능감 11 8.469 1274 0.348 11 -1.815 0.103

학습결과

성적 17 8.811 1824 0.167 17 0.981 0.342

주. =효과크기개수(=10 이하는 에거회귀검증 불가능)

<표 2> 성장 마인드셋 관련 변인의 출판편의 검토

Trim and Fill 방법 사용 전  Trim and Fill 방법 사용 후

[그림 2] 성장마인드셋과 성취목표의 Trim and Fill 분석 전후 효과크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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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 마인드셋과 학교급, 학습 관련 변인의 평균효과크기

먼저 <표 3>을 보면 초등학교의 성장 마인드셋의 평균효과크기는 .289, 중학교의 성장 마인드셋

의 평균효과크기는 .256, 고등학교와 성장 마인드셋의 평균효과크기는 .255로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

다. 이질성 계수( )는 초등학교가 87.1%, 중학교가 95.9%, 고등학교가 94.8%로 모두 이질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ES(효과 크기)  

   
r Fisher Z Lower Upper

초등학교 33 0.286 0.289 0.237 0.340 87.1 247.98 0.000

중학교 33 0.252 0.256 0.209 0.307 95.9 783.53 0.000

고등학교 48 0.249 0.255 0.209 0.299 94.8 902.23 0.000

주. =효과크기개수, Q=동질성 검증,  =이질성 

<표 3> 학교급별 변인과 성장 마인드셋의 평균효과크기(random effects model)

다음으로 <표 4>를 보면 학습동기와 성장 마인드셋의 평균효과크기는 .284로 중간 효과크기를 

보였고 학습결과와 성장 마인드셋의 평균효과크기는 .167로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Cohen, 1988)으

로 나타났다. 이질성 계수( )는 학습동기가 95.0%, 학습결과가 75.1%로 나타나 둘 다 이질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학습동기와 관련하여 그릿,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귀인성향, 지각된 유능감의 평균효과

크기를 살펴보았다. 학습동기 범주에서는 지각된 유능감(ES=.348, CI=.272~.420), 자기효능감

(ES=.322, CI=.285~.358), 귀인성향(ES=.315, CI=.159~.456), 그릿(ES=.274, CI=.210~.336), 성

취목표(ES=.228, CI=.177~.281) 순으로 높았고 학습결과 범주에서는 성적(ES=.167, 

CI=.131~.203)이 작은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모든 관련 변인의 효과크기는 95% 신뢰

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효과크기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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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ES(효과 크기)  

   
r Fisher Z Lower Upper

학습동기 103 0.284 0.284 0.253 0.315 95.0 2053.93  0.000

그릿 29 0.268 0.274 0.210 0.336 92.0 349.43 0.000

자기효능감 26 0.322 0.322 0.285 0.358 74.7 98.74 0.000

성취목표 28 0.223 0.228 0.177 0.281 97.1 937.04 0.000

귀인성향 9 0.302 0.315 0.159 0.456 94.8 153.64 0.000

지각된 유능감 11 0.347 0.348 0.272 0.420 76.4 42.31 0.000

학습결과  17 0.167 0.167 0.131 0.203 75.1 64.26  0.000

성적 17 0.167 0.167 0.131 0.203 75.1 64.26  0.000

주. =효과크기개수, Q=동질성 검증,  =이질성 

<표 4> 학습관련 변인과 성장 마인드셋의 평균효과크기(random effects model)

3. 성장 마인드셋과 학습동기 및 학습결과 하위요인의 평균효과크기

학습동기, 학습결과의 하위요인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숙달회피목표(ES=.082, 

CI=.065~.099), 수행회피목표(ES=.031, CI=.239~.376)를 제외하고 모두 중간 효과크기 이상의 값

을 보였으며 이 중 귀인성향 중 외적귀인(ES=.406, CI=.358~.450)의 값이 가장 크게 나왔고 다음으

로는 종합 유능감(ES=.384, CI=.262~.493), 자기조절효능감(ES=.348, CI=.307~.387), 국어 유능감

(ES=.347, CI=.268~.421), 노력지속(ES=.337, CI=.307~.367), 자기효능감(ES=.335, 

CI=.311~.358), 그릿 전체(ES=.327, CI=.299~.35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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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과 하위요인 
ES(효과 크기)  

   
r Fisher Z Lower Upper

학습동기
그릿
그릿 전체 11 0.345 0.327 0.299 0.355 87.1 77.44 0.000
노력지속 9 0.375 0.337 0.307 0.367 94.7 150.75 0.000
흥미유지 9 0.192 0.180 0.146 0.212 86.8 60.52 0.000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전체 8 0.347 0.335 0.311 0.358 86.7 52.75 0.000
자신감 6 0.271 0.268 0.226 0.310 16.5 5.99 0.000
자기조절효능감 6 0.351 0.348 0.307 0.387 16.7 6.00 0.000
과제난이도선호 6 0.274 0.267 0.224 0.308 72.9 18.47 0.000
성취목표
숙달접근목표 9 0.262 0.259 0.245 0.274 81.0 42.11 0.000
숙달회피목표 3 0.083 0.082 0.065 0.099 84.4 12.86 0.000
수행접근목표 8 0.255 0.214 0.194 0.233 97.4 264.28 0.000
수행회피목표 8 0.032 0.031 0.239 0.376 84.5 19.33 0.000
귀인성향
내적귀인성향 4 0.228 0.220 0.165 0.273 77.8 13.52 0.000
외적귀인성향 4 0.511 0.406 0.358 0.450 97.2 106.39 0.000
지각된 유능감
종합 유능감 4 0.419 0.384 0.262 0.493 81.6 16.35 0.000
국어 유능감 3 0.348 0.347 0.268 0.421  0.0  1.07 0.000
수학 유능감 4 0.343 0.311 0.128 0.473 84.5 19.33 0.000
학습결과(성취)
종합성적 8 0.144 0.142 0.127 0.158 82.8 40.63 0.000
국어성적 3 0.150 0.150 0.076 0.222 0.0 1.07 0.000
수학성적 3 0.169 0.167 0.094 0.239 40.7 3.37 0.000
영어성적 3 0.254 0.250 0.194 0.305 67.5 6.15 0.000

<표 5> 학습동기 및 학습결과 하위요인과 성장 마인드셋의 평균효과크기(fixed effects model)

  

  주. =효과크기개수, Q=동질성 검증,  =이질성

4. 학교급에 따른 성장 마인드셋의 평균효과크기와 조절효과 분석

마지막으로 학교급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조절변인으로 선택하고, 관련 변인

과 성장 마인드셋의 관계에서 유의한 평균효과크기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학습동기와 학습결과의 

효과크기에서 모든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우 효과크기가 동일한 모집

단에서 추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연구 간 분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절변인 한 개당 최

소 10개의 연구가 필요하므로(황성동, 2015), 본 연구는 k=10 이상에 속하는 변인 중 초․중, 중․고, 

초․중․고를 함께 분석한 연구는 제외한 후 무선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릿(k=29), 자기

효능감(k=26), 성취목표(k=28), 성적(k=17), 지각된 유능감(k=11) 변인들을 대상으로 조절효과분

석이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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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의 메타 ANOVA의 결과에 의하면 다른 변인들은 유의한 통계적 차이가 없었으며, 오직 

자기효능감과 성장 마인드셋의 관계에서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6.59, df=2, 

p=.03). 초등학교의 평균효과크기는 .280, 중학교의 평균효과크기는 .282, 고등학교의 평균 효과크

기는 .369로 나타나 고등학교에서 가장 효과크기가 크고 다음으로 중학교, 초등학교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의 관계가 초․중학교급보다 고등학교급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2.53, df=2, p=.28), 성취목표(=2.77, df=2, p=.25), 성적(

=1.70, df=2, p=.43), 지각된 유능감(=1.23, df=1, p=.27)의 관계에서도 학교급별 조절효과분석

이 이루어졌으나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6>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도출된 결과는 생략하고 제시하였다.

변인 학교급별  ES(효과 크기)
 

  
Lower Upper

자기효능감

초등학교 9 0.280 0.214 0.343

6.59 2 .037중학교 5 0.282 0.212 0.350

고등학교 12 0.369 0.320 0.416

<표 6> 학교급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성장 마인드셋의 평균효과크기(random effects model)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변인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성

장 마인드셋과 관련한 변인은 선행 연구들의 동향과 분석 사례 수에 대한 Borenstein 외(2009)의 

설명에 근거하여 귀인성향, 성취목표, 지각된 유능감, 자기효능감, 그릿, 학업성취(성적)가 선정되었

다. 메타분석 전 출판편향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는데 그 결과 성취목표 변인에서만 편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rim and Fill 분석을 바탕으로 8개의 연구를 추가하기 전후의 효과

크기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 결과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수용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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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 마인드셋과 학습 관련 변인의 관계

첫째, 성장 마인드셋 관련 변인의 학교급에 따른 효과크기는 초등학교(.289), 중학교(.256), 고등학교

(.255)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변인별 효과크기는 지각된 유능감(.348), 자기효능감(.322), 귀인성향

(.315), 그릿(.274), 성취목표(.228)의 순서대로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으며, 성적(.167)만

이 작은 효과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장 마인드셋과 지각된 유능감이 

정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연구(안도희, 김옥분, 2007; 이금희, 2016), 자기효능감이 증가하면 성

장 마인드셋도 증가한다는 연구(Chen & Usher, 2013),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과의 정적관계를 예측한 

연구(Duckworth & Eskreis-Winkler, 2013; Perkins-Gough, 2013), 마인드셋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연구(Sisk et al., 2018) 결과와 일치한다. 즉 지능에 대한 신념인 성장 마인드셋은 학습

동기 관련 변인들과 학습결과 관련 변인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그 크기

는 학습동기와의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마인드셋은 능력과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지각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Dweck, 2006), 변화 가

능성을 위한 노력의 정도 즉 학업 상황의 경우 학습에 접근하는 전략, 태도, 행동의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긍정적 학습동기로 파악되는 요인들의 대부분은 성장 마인드셋과 정적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각된 유능감이나 자기효능감의 효과크기가 큰 것은, 성장 마인드셋이 학

습자의 노력, 즉 구체적으로는 도전적 과제에 대한 적극성, 효과적인 학습전략의 탐색, 도움 구하기 

등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능력 자체의 향상을 경험하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임신일, 

2007; 장유진, 원성준, 2017; Shively & Ryan, 2013). 

또한 이 두 변인과 비슷한 효과크기로 나타난 귀인성향은 그 자체가 마인드셋의 핵심적인 개념화 

과정에 관련되어 있다. 즉 능력의 변화 가능성이나 노력의 통제 가능성 여부에 대한 양식의 차이는 

그대로 귀인 차원(Weiner, 1980)에 반영되며, 성공이나 실패의 원인으로 이러한 차원이 고려될 때에

는 특정 마인드셋이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두 구인의 관계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학업성취는 본 연구에서 관련 변인 중 가장 낮은 효과크기를 산출했으며 그 크기도 

중간 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장 마인드셋이 다른 변인들만큼 성적을 잘 예측하는 변인이 아니라

는 것과 성적에 미치는 성장 마인드셋의 영향력이 다소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타연구(Sisk et al., 

2018)에서도 발달단계 등의 조절변인에 의해 마인드셋과 학업성취의 관계가 조절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구자들도 성장 마인드셋은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아니라 

관련된 변인을 매개로 성취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 있다(박병기, 송정화, 2008; 

설보연, 조은별, 최병호, 박수원, 신종호, 2019). 즉 학습자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능

감을 가지고 다양한 학습전략을 세워 꾸준히 오랜 시간 과제를 연습하지 않는다면 높은 성취를 보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Dweck,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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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하위요인에 따른 차이가 눈에 띄는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취목표 중 숙달회피

목표(.082), 수행회피목표(.031)의 효과크기는 다른 두 목표에 비해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숙달접근목표, 수행접근목표는 성장 마인드셋과 관계가 

정적으로 높지만(이은철, 2008; Blackwell et al., 2007) 그에 비해 숙달회피목표는 그 관계가 낮고, 

수행회피목표의 경우 부적인 관계가 나타나거나, 아예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한

다(문병상, 2013; 이소희, 2010).

성취목표는 유능감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는가를 핵심으로 한다(Elliot, 1999). 학습자가 

유능감의 평가 기준을 자신의 기술이나 실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느냐에 따라 내적으로 규정한다

면 숙달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향상을 위한 노력을 중시하는 성장 마인드셋과 연결

된다. 한편, 유능감의 평가 기준을 그 기술이나 실력의 증명 또는 상대적인 우월성에 따라 외적

으로 규정한다면 수행접근목표를 지향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그러한 유능감이 확인되는 상황에 

한해서는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거나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성장 마인드셋이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수행접근목표와 성장 마인드셋의 정적 상관을 보고한 연구(Stipek & Gralinski, 

1996)는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수행회피목표 즉 무능함(실패)을 숨기고자 하는 목

표에 내재된 심리적 상태는, 그 실패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고정된 어떤 것(예: 타고난 불변

의 능력)으로 돌림으로써 자기가치감(self-worth)을 보호한다(Dweck & Leggett, 1988)는 점

에서 수행회피목표와 낮은 성장 마인드셋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귀인성향 중에 외적 귀인(.406)이 내적 귀인(.220)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

한 외적 귀인은 하위요인 중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가장 관련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성장 

마인드셋과 외적 귀인은 비교적 일관적인 부적 상관을 보였지만, 내적 귀인에는 성장 마인드셋

과 상반된 상관을 보이는 두 귀인, 능력 귀인과 노력 귀인이 함께 포함되었기 때문에 효과크기

가 상쇄되어 결과가 낮아진 것으로 유추된다(임미희, 2017). 성장 마인드셋의 학습자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과제의 성패를 충분한 노력으로 혹은 노력과 능력 둘 다의 부족

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임미희, 2017; Dweck, 2007; Weiner, 2010). 반면 고정 마인드셋

의 학습자는 능력은 불변한다고 믿기 때문에 과제의 성패를 뛰어난 능력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또는 과제난이도나 운 같은 외적인 원인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Ehrlinger et al., 2016). 즉 

외적인 원인으로 귀인하는 학습자는 고정 마인드셋을 일관되게 소유하는 데 반해 내적인 원인

으로 귀인하는 학습자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모두 소유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도 성장 마인드셋과의 상관이 외적 귀인은 부적으로 내적 귀인은 정적으로 일관되

게 보고되었으나, 효과크기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양(+)의 부호로 통일하여 자료를 코딩한 결

과(황성동, 2015) 상관의 절대값은 외적 귀인이 내적 귀인보다 높게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릿의 하위요인 중 흥미유지(.180)의 효과크기가 노력지속(.337)에 비해 작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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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그간의 그릿 연구들에서는 흥미유지의 설명력이 노력지속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임

효진, 2017; Credé, Tynan, & Harms, 2017), 성장 마인드셋과의 직접적인 상관도 흥미유지가 아닌 

노력지속에서만 나타났다(임효진, 류재준, 2019). 본 연구의 결과와 종합하여 그 이유를 추론하자면, 

성장 마인드셋이란 노력에 의한 성공 가능성을 믿음으로써 발현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에서 불가

피하게 도전적인 과제나 그에 따른 실패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단순한 꾸준함(흥미유지)보다는 실패

를 극복하는 특성(노력지속)이 좀 더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학교급의 차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학교급에 따른 성장 마인드셋 관련 변인의 차이이다. 먼저 전체 변인

들의 평균효과크기는 초등학교가 가장 크고(.289)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비슷한 수준

(.255~.256)이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는 대부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나, 고학년부터는 

노력과 능력을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면서 성장 마인드셋이 낮아지는 결과(양인선, 2008; 이수

경, 이경은, 2019)가 있다.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있는 변인들(숙달목표, 노력 귀인, 높은 유능

감) 역시 초등학교 이후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다(김태은, 현주, 2007; 박승호, 2003; 윤경희, 

배정희, 2008).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가 개인의 성취, 노력 여부 외에도 부모와 교사의 양육태

도, 또래의 피드백 등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 마인드셋이나 관련 변인들을 발달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이수경, 이경은, 2019; Dweck & Yeager, 2019; Gunderson et al., 2013; 

Mueller & Dweck, 1998). 초등학교 시기는 개인의 성장 여부에 대해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시기이

나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생들의 학업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평가가 좀 더 엄격하게 수행되고, 또

래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스스로의 능력이나 성장에 대한 믿음이 하락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조절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통계적 차이

는 자기효능감 변인에서만 나타났다는 것이다. 성장 마인드셋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거의 비슷한 효과크기가 나타났다. 자기효능

감을 형성하기 위한 정보는 대부분 과거의 성취 경험에서 비롯되며(Bandura, 1986), 높은 자기효능

감은 과제에 대한 도전과 노력을 가능하게 하여 또 다른 성취를 이끈다(Schunk et al., 2013). 학교

급이 높아지면서 성취 결과들은 누적되고 그에 따른 자기효능감 역시 점진적으로 고착되어가기 때

문에, 성장 마인드셋과의 관계 또한 상대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밝힌 본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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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들에 의해 많은 관심을 받아 온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변인들의 효과크기가 어떠한지 메

타분석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거시적인 차원에서 변인들의 영향력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실제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성장 마인드셋 관련 변인의 전체적인 효과크기는 중‧고등학

생보다는 초등학생에게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만약 교사와 부모가 학습자의 마인드셋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면 위 결과를 고려하여 특히 효과크기가 크게 나타난 자기효

능감이나 귀인과 관련된 부분부터 개입의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습상황에서 교사

는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효

능감을 형성하도록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장 마인드셋을 촉진하는 노력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교사의 귀인피드백의 효과가 초등학생의 성

장 마인드셋과 상호작용하여 학업성취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준수, 2017). 교사가 제공하

는 피드백이 자기효능감이나 귀인에 미치는 효과의 중요성은 이미 강조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그 피드백이 성장 마인드셋과 같은 학생의 내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주

며, 현장에서도 이러한 유의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한 다른 효과크기를 제외

하고 상관관계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한 연구에는 상관관계 

외에도 실험·통제집단 간의 평균과 표준편차, 단일집단의 사전·사후 차이 등 효과크기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치가 있다. 특히 성장 마인드셋의 효과에 대한 연구물의 누적에 따라 후속연

구에서는 상관관계 외의 효과크기를 포함한 결과도 분석대상에 포함하여 연구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 분석 결과 마인드셋은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되었고(Dweck, 

2006) 성장 마인드셋에 따라 자기조절학습, 특히 각종 학습전략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장암미, 

안도희, 2013; 홍세정, 2020)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인들은 메타분석에 사용 가능할 

만큼의 사례 수에 미치지 못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후 성장 마인드셋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변인과 그 밖의 학습동기 변인, 그리고 특정 변인(예: 귀인, 그릿)과의 관계 자체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도 실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그간 성장 마인드셋이 주로 연구된 맥락은 아동·청소년기의 학업과 관련된 상황이 대부분

이었고, 따라서 그에 따른 논문들이 분석대상이 되는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학업 외의 상황에 대한 

성장 마인드셋의 역할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의 배경이 되는 변화신념의 연

구(박병기, 문광희, 임신일, 2009)에 따르면 마인드셋은 지능변화신념뿐만 아니라 창의성, 성격, 

습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성장 마인

드셋으로 얻는 긍정적 효과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 장면 외에서 다양하게 수행된 연구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전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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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eta-Analysis of Growth Mindset and Learning-related Variables*

1)2)3)4)

Seo-Yeong Baek**

Hyo Jin Lim***

Jae Jun Ryu****

This study conducted a meta-analys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mindset 

and learning-related variables. To this end, a total of 34 domestic papers (from 2001 to 2019) 

were collected. Variables related to growth mindset were categorized into their demographic factor 

(i.e. school level), learning motivation (i.e. grit, self-efficacy, achievement goals, attribution style, 

and perceived competence)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results of the meta-analysis between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effect size of the learning motivation in general was 

.284, and the average effect size of the grit was .274, self-efficacy .322, achievement goal .228, 

attribution style .315, and perceived competence .348. The average effect size of academic 

achievement was then .167, indicating a small level of size. Second, the effect size of the growth 

mindset in elementary school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in middle and high school. However, 

the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size by school level in relation to the self-efficacy and growth 

mindset has shown that the effect size of high school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ose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ed the relevance of prior research,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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