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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의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간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의 중학생 575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만족도, 학업무기력, 그릿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연구분석은 주요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릿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상관분석 결과 학업성취만족도와 그릿 및 학업무기력은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둘째, 회귀분석 결과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사이에서 흥미유지와 노력지속은 모두 부분매개하
였다. 이는 학업성취만족도가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릿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을 줄이기 위한 자기분석프로그램과 환경조절프로그램 등의 학습
상담의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학업성취만족도, 그릿, 흥미유지, 노력지속, 학업무기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575 middle school students in Changwon, Gyeongsangnam-do, o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academic helplessness, and grit.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correlation analysis and mediating 
effect between major variables, and verified by Sobel test.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grit, and academic 
helplessness. Second,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both perseverance of effort and consistency of 
interest were partially mediated between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and academic helplessness. 
This means that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not only directly affects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helplessness, but also has an indirect effect through grit. Finally, a learning counseling plans 
(Self-analysis program and Environmental control program) was discussed to reduce the academic 
helplessness of middle school students.
Key Words :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grit, consistency of interest, perseverance of effort, 

academic help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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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중 심

리적인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은 학업성취다[1]. 입
시위주의 과도한 경쟁교육으로 청소년들이 받는 학업스
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2]. 학업 스트레스는 심
리적인 부담감과 무능력감을 느끼게하고, 심지어 학업이 
싫어지는 학업소진(academic burnout)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가 상실되면 학업으로 인해 
피곤해하고, 무능력감을 느끼고, 심지어 학업무기력으로 
이어지게 된다[3]. 학업성취가 낮으면 공부에 대한 흥미
가 없어진다. 공부에 대한 흥미와 의욕이 없는 학생은 학
업적으로 무기력을 경험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4]. 
학업무기력은 낮은 학업성취에서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
도와 노력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로 있는 것
이다[5]. 학생들이 경험하는 무기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
구는 학업과 관련된 상황(시험, 공부, 수업 등)에 국한되
어 있다[6]. 최근 연구들은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기력 증상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7]. 초등학생 
시기에 측정된 무기력이 그 후 무기력 성향을 예측한다
는 연구결과는 학습 스트레스로부터 학업 무기력을 학습
하지 않도록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를 위한 상담과 교육
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학습된 무기력의 영역을 
인지적 결손, 정서적 결손, 동기적 결손, 자존감 결손, 수
행결손 등이 일어난 인간 심리의 전체적 특성으로 본다
면 무기력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상담과 교육이 진
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8].

청소년의 학업적 성취와 학교생활 등에서 느끼는 만족
도는 청소년들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청소년의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꼭 필요한 교육목표이기도 하다[9]. 
학업성취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는 청소년의 학업성취
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
와[10]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규
명한 연구가 있다.[1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는 삶의 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도가 높은 청소
년의 삶의 만족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12]. 학업성취도는 
학교의 교육을 통하여 습득된 지식과 지적 능력, 태도 및 
가치관 등 인지적, 정서적 학습 결과라 할 수 있다[13]. 
한국교육심리학회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얻은 교과의 
점수를 학업성취라 정의하고 있으며, 주어진 학습과제를 
수업 과정에서의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정도로 학업
성취를 설명하고 있다[14].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는 삶의 만

족도와 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고, 낮은 학업성취도
를 보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주관적 안녕감이 낮았다
고 하였다[13].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만족도에 따라 자기
효능감, 주관적 안녕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수 있다[15]. 이처럼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는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의 학업성적에 만족하는 학업성취
도가 높은 학생은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고, 학교생활적응
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성
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의 매개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
력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을 줄
이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
공하는데 함의가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경상남도 C시 소재의 중학생 575명을 대상으로 2019
년 6∼7월 사이에 실시되었다. 총 응답자은 684명이었으
나 이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656부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1학
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의 성별분포는 
남학생이 290명(44.2%), 여학생은 366명(55.8%)이었다. 

2.2 연구도구
2.2.1 학업성취만족도 
학업성취만족도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의 경험으로 

획득하거나 느끼게 되는 성공감으로, 청소년들의 진로선
택 및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이다. 
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성취는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고 인식하기 때문에 학업성취를 위해 최선의 다해 노력
하게 된다고 하였다[16]. 학업성취만족도는 학교학습으
로 인해 인지적 지식과 기술, 기능 등을 습득하는 과정과 
학습결과에서 얻는 만족도이다[17]. 학업성취를 좁게는 
학문적으로 교과 과목의 성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업성취는 일정한 교육목표에 입각하여 학습하고,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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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으로 산출된 결과를 통해 학생이 습득한 능력(이해
력, 지식, 문제해결력 등) 및 행동 경향(적응력, 흥미유발)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18].

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업성취
의 결과인 성적에만 치우치지 말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와 성취에도 집중하여 잘하는 부분은 
더욱 부각하여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면은 더 노력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나 태
도가 성인이 되어서 다른 방면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데
에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13].

중학생의 학업성취만족도에 관한 문항은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의 관련문항 중 학업성취의 주관적 만족도
에 관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성취만족도 문
항은 “매우 만족” 5점, “만족” 4점, “보통” 3점, “불만족” 
2점, “매우 불만족” 1점으로 학생의 주관적 만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2.2.2 그릿(Grit)
Duckworth(2007)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에 

도전하여 성취를 한 사람과 비슷한 기회 속에서도 주변
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가지
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에 관심을 가지다 각각의 분야에
서 눈에 띄는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을 그릿
(Grit)이라 명명하였다[19]. 그릿(Grit)은 자신의 장기적
인 목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며 나
아가는 것을 의미한다[19]. 이때 노력은 그냥 열심히 하
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실패, 역경,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관심과 흥미를 유지하며 도전하는 것이다. 

그릿(Grit)은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와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흥미유지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
는 목표나 과제에 대해 원하는 결과를 이룰 때까지 관심
을 지속해 나가는 것과 관련된 요인이고, 노력지속은 어
려운 고비에 봉착했을 때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포기하
지 않고 오랜 시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관련
된 요인이다[21].

중학생들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Duckworth
의 아동용 그릿 척도(8-Item Grit Scale for Children)
를 번역한 김희명과 황매향의 한국판 아동용 그릿 척도
[22]를 사용하였다. 

Duckworth(2009)의 연구에서 해당 문항에 대해 내
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 흥미유지의 신뢰도는 

.76, 노력지속에 대한 신뢰도는 .65로 나타났으며, 김희
명과 황매향(2015) 연구의 전체 신뢰도가 .71로 나타났
다[23].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21이었다. 

2.2.3 학업무기력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Academic Helplessness)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긍정정서 결여(4문항), 통제신념 
결여(4문항), 능동수행 결여(4문항), 학습동기 결여(4문
항)의 4개의 구성요인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박병기 등(201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4]. 

박병기 등(2015)의 학업무기력 연구의 전체 내적합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93로 나타났다[24]. 본 연구
의 전체 내적합치도 계수는 .92으로 나타났고, 통제신념 
결여 .79, 학습동기 결여 .91, 긍정정서 결여 .73, 능동수
행 결여 .81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분
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릿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Baron과 Kenny[25]의 분석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vel’s test로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
다. 학업성취만족도, 흥미유지, 노력지속, 학업무기력 모
든 변인들 간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특히, 노력지
속와 흥미유지는 가장 높은 상관(r=.449, P<.01)을 보였
고, 다음으로 학업무기력과 흥미유지(r=-.374, P<.01), 
학업무기력과 노력지속(r=-.360, P<.01), 노력지속과 학
업성취만족도(r=.219, P<.01), 학업무기력과 학업성취만
족도(r=.193, P<.01) 순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상관분
석 결과 모든 상관계수는-.374~.449의 범위를 보여, 주
요변인의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이러한 변인들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학업성취만족도가 
3.4±1.119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노력지속이 2.8±.583, 
흥미유지가 2.7±.638, 학업무기력은 1.8±.63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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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1 　 　

Grit 2.consistency of interest .193** 1 　 　
3.perseverance of effort .219** .449** 1 　

Academic helplessness -.310** -.374** -.360** 1
Mean 3.4 2.7 2.8 1.8 
SD 1.199 .638 .583 .632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of main variables

3.2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 사이에서 끈기의 
    매개효과 

중학생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 사이에서 끈기
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회
귀분석 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Sobel Test로 검증하였다.

3.2.1 흥미유지의 매개효과 
흥미유지의 매개효과는 Table 2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가 1단계에서 학업성취
만족도가 흥미유지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25.267, 
p<.001), 2단계에서도 학업성취만족도가 학업무기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69.611, p<.001). 3단계에서 
학업성취만족도와 흥미유지를 동시에 투입시 이들 두 변
수는 학업무기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F=81.030, 
p<.001), 3단계 학업성취만족도의 표준화계수(β) 값이 2
단계의 -.310에서 -.247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학업성취

만족도와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흥미유지의 부분매개효
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결과
(Z=-4.500,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Fig. 1.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consistency of interest, and 
Academic Helplessness.  

3.2.2 노력지속의 매개효과 
노력지속의 매개효과는 Table 2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위계적 회귀분석 경로가 1단계에서 학업성취
만족도가 노력지속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고(F=33.075, 
p<.001), 2단계에서도 학업성취만족도가 학업무기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F=69.611, p<.001). 3단계에서 
학업성취만족도와 노력지속을 동시에 투입시 이들 두 변
수는 학업무기력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는데 (F=74.436, 
p<.001), 3단계 학업성취만족도의 표준화계수(β) 값이 2
단계의 -.310에서 -.243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학업성
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의 관계에서 노력지속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한 Sobel test결
과(Z=-4.697, p<.001)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분매
개효과가 검증되었다.

IV DV B se β R2 F Sobel’s test

consistency of 
interest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consistency 
of interest 0.103 0.020 0.193*** 0.037 25.267***

-4.500***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Academic 
Helplessness. -0.163 0.020 -0.310*** 0.096 69.611***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consistency 
of interest

Academic 
Helplessness.

-0.13 0.019 -0.247***
0.199 81.030***

-0.324 0.035 -0.326***

perseverance 
of effort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perseverance 
of effort 0.107 0.019 0.219*** 0.048 33.075***

-4.697***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Academic 
Helplessness. -0.163 0.020 -0.310*** 0.096 69.611***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perseverance
of effort

Academic 
Helplessness.

-0.128 0.019 -0.243***
0.186 74.436***

-0.332 0.039 -0.307***

Table 2. The results of hierarchical regr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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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relationship among Academic achievement 
Satisfaction, perseverance of effort, and 
Academic Helplessness.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관

계 분석 결과 학업성취만족도, 흥미유지, 노력지속 및 학
업무기력은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무기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학업성취
만족감과 그릿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임을 의미한다. 둘
째, 회귀분석 결과 흥미유지와 노력지속 모두 부분매개효
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중학생시기에 있어서 학업무기
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학업성취만족도와 그릿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업성취만족도가 낮을 경우 학
업무기력이 형성되기 쉬운데 이런 중학생들에게 그릿 향
상 교육 및 상담은 매우 유의할 수 있다. 특히 흥미유지
와 노력지속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학업
무기력을 줄이기 위한 교육과 상담은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즉 교과내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과 흥미를 갖게 된 교과내용에 
대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주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대상은 경남의 일부 지역 중학생에 한정하
였다. 본 연구대상들이 전국의 학생들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전국 중학생을 대
상으로 표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비교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업성취
만족도와 학업무기력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또 다
른 변수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선행연구
에서 밝히지 못한 다른 매개변수가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 사이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를 처음으로 밝힌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중학생들의 학업무기력을 줄이
기 위해서는 학업관련감정코칭을 통해 현재 자신의 상태
에 대해 인식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과 학업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간과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는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프로
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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