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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유형에 따른 아동의 마인드셋, 그릿,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 구조분석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Objectiv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of children is 
examined by attachment type.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815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grades 5-6 belonging to the  
Gyeon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The analysis method used latent mean and multi-group 
analyses.
Results: Result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childhood attachment type. Furth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ath from 
growth mindset to grit and intrinsic motivation according to childhood attachment type.  
Conclusion: Through research was found that childhood attachment is an important factor in 
improving children's mindset,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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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Introduction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의 과정을 주도하여 자신

에게 가장 적절한 지식을 구성, 기술을 습득하는 능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Y. H. Park, 2003),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동들

은 내재적으로 동기화가 되며,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며, 실

제 행동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면 인지중심, 동기중심, 행동중심이라는 

용어로 구성될 수 있다(Yang, 2002). 인지중심은 메타인지라

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학습자가 학습을 행하는데 있어

서 자신만의 전략을 통해 학습자료를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해하는 능력을 말한다(Zimmerman, 2008). 즉, 아동이 자신에

게 맞는 효과적 인지전략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능력은 자기주

도 학습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다(Corno 

& Mandinach, 1983). 동기중심은 내재적 동기 혹은 성취감, 자

아효능감이라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학습자가 자신만

의 학습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동기부여의 중요성을 말한다

(Pintrich, Marx, & Boyle, 1993). 행동중심은 정보탐색 혹은 과

제해결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학습자가 학습을 최적화

하기 위한 사회적, 물리적인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여 구조화 

및 정보를 탐색하는 실제적으로 행동을 실천하는 능력을 말

한다(Y. H. Park, 2003). 자신의 목표를 선정하기 까지 과정에

서 동기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작용

하지만, 목표를 정한 후 그 과제에 대해 실행하여 해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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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므로 행동중심의 자기주도 학습능

력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Fernald & Kuhl, 1987). 이처럼,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한 가지 차원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 

아동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

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도 학

습능력의 세 가지 차원(인지, 동기, 행동)의 원인변수를 탐색

해 보고자 한다.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그들

이 가진 마인드셋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Claro, Paunesku, & 

Dweck, 2016). 마인드셋은 자신의 지능·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

미하는 것으로, 자신의 능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장마인드셋과 아무리 노력 하더라도 자신의 지능

이나 능력은 변화될 수 없다고 여기는 고정마인드셋으로 구

분될 수 있다(Dweck, 2007).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하

는 고정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는 힘이 부족한 반면, 자신의 변화가능성을 믿

는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더 잘 견뎌낼 수 있게 된다(Fitzgerald & Laurian-Fitzgerald, 

2016).

동일한 지적 능력을 가진 아동들이라도 자신의 지능에 대

한 신념을 어떻게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학습을 행하

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Blackwell, Trzesniewski, & Dweck, 

2007). 역경을 마주 하였을 때 고정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보

다 성장마인드셋을 가진 학생은 더 높은 학습목표지향의 특

성을 보인다(Dweck & Leggett, 1988). 학습과정 중 문제가 발

생하였을 때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학생들은 문제해결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

게 되고, 이를 해결하려는 행동 중심의 학습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Dweck, Chiu, & Hong, 1995). 성장마인드셋이 높

을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성공 혹은 실패에 대해 얼마나 

더 발전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인지전략이 높아질 수 있다

는 점에서(Molden & Dweck, 2006), 성장마인드셋은 아동들의 

과제에 대한 고차원적 학습능력을 가지게 한다고 할 수 있다

(Dweck, 2007).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또 다른 원인변수로 

그릿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Duckworth & Quinn, 

2009). 그릿은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심과 끈기, 열

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겪

게 되는 실패와 역경을 겪었을 때 도전하고 노력하여 관심을 

유지시키는 원천이 된다(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 관련성을 살펴보

면, 자기주도 학습능력 요인들 중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과 관

련성을 가지며,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행

동적 차원과도 관련성이 깊다(Duckworth, Quinn, & Seligman, 

2009). 그릿의 주요개념인 노력의 꾸준함 요인은 목표달성을 

위해 끝까지 정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꾸준함을 가

질 경우 자기주도 학습능력 중 동기부여를 위한 성취감을 향

상시키는 원인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Duckworth & 

Gross, 2014)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원인변수로써 그릿에 대

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다.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원인변수인 그릿은 마인드셋의 결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Myers, Wang, Black, Bugescu, & Hoeft, 

2016). West 등(2016)은 마인드셋과 그릿 요인 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으며,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학생들은 높

은 그릿을 보인다는 측면(Eskreis-Winkler, Gross, & Duckworth, 

2016)은 그릿의 원인변수로 마인드셋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성장마인드셋 성향이 높을수록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변화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의 목표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높여주는 

것이다(S. Lee, 2016).

본격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아동기는 주 양육자

와의 긍정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

와의 접촉에서 시작되는 애착은 아동의 정서와 표현에 있어

서 도움을 주는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J. 

Kim, 2012). 어머니와의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환

경에 대한 통제력을 제공하여 행동에서의 대응양식을 형성하

게 되며,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이해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하

게 행동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향상되게 된다(J. Y. Lee & Baek, 

2009). 또한, 안정애착은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효능감 향상에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You & Lee, 2005)에 자기

주도 학습능력을 파악하기 전 그들의 애착유형에 대한 차이검

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애착과 마인드셋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안정애착을 가

진 사람들은 변화가능성 또한 높을 수 있으며(Skogland, 2017), 

마인드셋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애착패턴은 원인변수로 작용

할 수 있다고 보고한 Galen (2011)의 연구는 애착유형에 따른 

마인드셋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애착과 그릿 간 관련성을 연구한 Levy와 Steele (2011)은 안

정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낮은 불안과 회피를 보이기 때문에 

그릿이 높아질 수 있지만, 회피 혹은 불안수준이 높은 불안정

애착을 지닌 사람들은 그릿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

다. 또한, 높은 그릿 점수를 보이는 사람들은 안정애착 경험을 



49   Structural Analysis between Variables by Attachment Type

동반하고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Coppola, Vaughn, Cassiba, 

& Costantini, 2006)는 그릿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애착

유형에 따른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마인드셋 전체 값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고정마인드셋의 경우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

기 때문에 역문항 처리하여 마인드셋 전체값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고정마인드셋을 제외한 긍정적 의

미의 성장마인드셋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Jeon, 

2018; Kwon, 20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마인드셋이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마인드셋의 부정 혹은 긍정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매우 필요하다. 둘째, 자기

주도 학습능력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학습능력을 

가진 학습자들의 학습과정에 전반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

으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

한 구체적 방안을 발견하기 위해 인지적 차원의 메타인지, 동

기적 차원의 내재적 동기, 행동적 차원의 과제해결 능력 각각

의 변수에 대한 원인변수를 탐색하고자 한다는 측면에서 매

우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마인드셋 관련 인과관계 

검증을 비롯한 아동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애착유형

별 차이, 이를 토대로 한 인과관계에서의 영향력 차이를 검증

해봄으로써 아동기 안정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밝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애착유형에 따른 아동의 마인드셋, 그릿, 자기주도 학습능력

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마인드셋과 그릿,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 인과관계에

서 애착유형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2-1. 아동의 마인드셋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 인과관계에

서 애착유형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2-2. 아동의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간 인과관계에서 애

착유형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2-3. 아동의 마인드셋과 그릿 간 인과관계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Methods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북교육청에 소속된 초등학생 5-6학년 815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보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 및 응답내용 이용에 대한 동의서를 배포하

였으며,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 10명과 누락되거나 불성

실한 응답을 한 학생 8명을 제외한 최종 797명을 대상으로 연

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52.4%로 여학생(47.6%)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다

음으로, 학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5학년이 403명(50.6%)

으로 6학년(394명, 49.4%)에 비해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끝으로, 출생순위 별 특성으로는 첫째 411명(51.6%), 둘째

(312명, 39.1%), 셋째(60명, 7.5%)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연구도구

아동기 애착유형

아동의 애착유형을 평가하기 위해 Hazan과 Shaver (1987)가 개

발한 성인애착유형 척도를 Muris, Mayer와 Meesters (2000)가 

아동용으로 수정·보완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에서 설

명하는 아동기 애착유형은 안정형, 회피형, 양가형(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분류를 위해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부여

한 후 최종적으로 본인과 가장 일치하는 유형 한 가지를 선택

하여 아동들의 애착유형을 분류하게 된다.

Table 1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n %
Gender
 

Boy 418 52.4
Girl 379 47.6

Age of class children
 

5 403 50.6
6 394 49.4

Birth order First 411 51.6
Second 312 39.1
Third 60 7.5
Fourth or more 14 1.8

Total 79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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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인드셋
 

아동의 마인드셋을 평가하기 위하여 Dweck (2007)이 개발한 

마인드셋 척도를 J. Park (2017)이 번안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성장마인드셋과 고정마인드셋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8문항이다. 본 연구

에서는 성장 및 고정마인드셋 각각의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문항꾸러미화를 통하여 성장마인

드 1과 성장마인드 2를 성장마인드셋의 지표변수로 선정하였

으며, 고정마인드 1과 고정마인드 2를 고정마인드셋의 지표

변수로 선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총 8문항이다. 척도

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마인드셋 수준에 따라 전

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

위요인의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이 긍정적으로 변

화될 수 있다(성장마인드셋) 혹은 변화될 수 없다(고정마인드

셋)는 신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를 살

펴보기 위하여 신뢰도(Cronbach’s α)를 분석한 결과, 성장마인

드셋 .93, 고정마인드셋 .92로 나타났다.

그릿

아동의 그릿을 평가하기 위하여 Duckworth와 Quinn (2009)이 

타당화한 Short Grit Scale (Grit-S) 척도를 H.-M. Kim과 Hwang 

(2015)이 초등학생용으로 번안 및 타당화한 자료를 활용하였

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노력의 지속성과 관심의 일관성 2가

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은 총 8문항이다. 척도

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끈기의 수준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심

의 일관성 문항을 역문항 처리하여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관심

의 일관성(열정)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

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69로 나타났

으며,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노력의 지속성 .71, 관심의 일관

성 .73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 학습능력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Y. H. Park 

(2003)가 개발한 척도를 Han (2010)이 수정·보완한 자료를 활

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주인의식(효능감), 메타인지,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 내재적 동기 및 자기성찰로 구성되어 

있다. 주인의식(효능감)의 경우 동기적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는 Zimmerman (1989)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지차원의 메타

인지, 행동차원의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 동기차원의 내재적 

동기 및 자기성찰 요인으로 구성한 후 각각의 요인들이 결과

변수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문항꾸러미화를 

통한 지표변수를 선정하였다. 최종 연구의 사용된 문항은 총 

15문항이다. 척도의 응답방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을 행하는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 간 내적합치도

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메타인지 .85, 정보

탐색 및 과제해결 .86, 내재적 동기 및 자기성찰 .83으로 나타

났다.

자료분석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대한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모형

의 적합성을 마인드셋과 그릿을 통해 살펴보았다. 첫째, 아동

의 애착유형에 따라 각각의 변인들 간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

기 위해 SPSS 23.0 (IBM Co., Armonk, NY) F검증 및 Scheffé를 

활용한 사후검증을 통하여 최종 애착유형을 분류하였다. 둘

째, 애착유형을 집단 간 분류한 기준을 토대로 주요 잠재변인

의 측정모형의 동일성을 검증하고 주요 변인 간의 차이가 존

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AMOS (IBM Co., Armonk, NY)를 활

용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마인드셋과 그릿이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어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전체 집

단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활용해 검증한 후, 변

인간의 인과관계 패턴이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지 다집단 분석을 활용해 검증해 보았다.

Results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른 구인 동일성 검증

애착유형에 따라 마인드셋, 그릿, 자기주도 학습능력 변인 간 

유형차이를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하여 비교하기 전,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이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F검증을 활용한 

사후분석(Scheffé)을 통해 집단 간 동질성을 검증해 보았다. 분

석결과 회피 및 양가형이 동일집단으로 나타나 집단은 안정애

착집단과 불안정애착집단 두 가지로 분류되었다. 불안정애착

집단의 경우 회피 혹은 불안 차원에서 한 가지 이상의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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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Bartholomew와 Horewiz (1991)

의 연구보고 결과에서처럼 애착유형은 두 가지 차원으로 분

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조방정식에서 제시하는 적정 표

본의 크기를 Joreskog와 Sorbom (1989)은 관측변수가 12개 미

만인 경우 적절한 표본의 크기는 240정도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들의 애착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안정

형은 432명, 회피형은 207명, 양가형은 158명으로 나타났으므

로, 회피형과 양가형을 동일집단으로 보고 최종 안정애착(432

명)과 불안정애착(365명) 집단으로 분류하여 집단에 따른 검

증을 실시하였다.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F 검증이 

주로 활용되지만 측정오차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서 

왜곡될 가능성을 가진다. 따라서 측정오차를 고려한 잠재평균

분석을 활용하여 집단 간 차이검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잠

재평균분석을 위해서 형태동일성과 측정동일성, 절편동일성

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Hong, Malik, & Lee, 2003). 자기주

도 학습능력, 그릿, 마인드셋 변인에 대하여 동일성 검증을 실

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해 RMSEA를 비롯한 TLI, 

CFI 값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RMSEA는 .08 이하, TLI와 

CFI는 .90 이상이면 적합도가 좋다고 할 수 있다(Bentler, 1990; 

Browne & Cudeck, 1993). 모형의 형태동일성 검증을 위해 자

기주도 학습능력, 마인드셋, 그릿 변인에 대한 측정모형을 아

동기 애착유형 집단에서 비교해 보았다(Table 2).

첫째, 모든 잠재변수 간 상관관계를 허용하고 모수의 측정

을 자유롭게 추정토록 한 모형 1의 적합도는 만족할 수준으

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라 적재치를 동일하

게 부여한 모형 2는 모형 1의 적합도와 거의 유사하였다. 형

태동일성 모형과 측정동일성 모형의 χ2값의 차이는 유의미하

기 때문에(Δχ2 (7, N = 797) = 18.33, p < .025), χ2값의 차이에 의

한 측정동일성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

하는 지수인 TLI와 CFI, RMSEA의 적합도는 형태동일성 모형

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동일성제약은 기각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모형 2와 모형 3의 적합도를 검증해보았다. 측정

동일성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χ2값에

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Δχ2 (12, N = 797) = 163.05, p < 

.005), 절편동일성 모형에서의 적합도지수가 측정동일성 모형

에서의 적합도 지수에 비해 나빠지지 않았으므로 절편동일성 

모형 또한 성립되었다. 형태 및 측정, 절편 동일성 검증단계에

서 적합도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애착

유형별 집단에서 측정도구와 절편이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잠재평균분석을 위해 안정애착 집단의 잠재평균

을 0으로 고정한 후, 다른 집단의 잠재평균값을 추정하여 참조

집단에 대한 상대적 값을 Table 3을 통해 살펴보았다.

잠재평균결과, 모든 요인에서 애착유형별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정애착유형은 불안정애착유형

에 비해 성장마인드셋을 비롯한 그릿, 메타인지, 내재적 동기 

및 자기성찰,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

Table 2
Result of Invariance Verification

Model χ2 df TLI CFI RMSEA
Model 1: Configural invariance 179.52 78 .975 .985 .041
Model 2: Measurement invariance 197.85 85 .974 .984 .041
Model 3: Measurement and scalar invariance 360.90 97 .948 .962 .059
Model 4: Measurement, scale and invariance 416.51 103 .941 .954 .062

Table 3
Analysis of Latent Mean Difference between Attachment Types

Variable Secure Insecure p Effect size (d )
Fixed mindset 0 .539* .001 .416
Growth mindset 0 -.892* .001 .685
Grit 0 -.199* .001 .152
Meta cognition 0 -.383* .001 .660
Intrinsic motivation 0 -.366* .001 .593
Problem solving 0 -.357* .001 .608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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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불안정애착유형은 안정애착유형에 비해 고정마인드

셋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평균분석은 효과크

기를 통해 일반적 측정기준에 부합하는 값을 제시할 수 있는

데, Cohen (1988)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d값이 .2보다 작으

면 작은 값, .5보다 작으면 중간 값, .8 이상이면 큰 값으로 해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그릿은 효과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마인드셋, 메타인지, 내재적 동기 

및 자기성찰,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에서는 효과크기가 중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집단에 따른 변인

들 간 인과관계에서 차이를 살펴보았다.

측정변인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측정 변인 간 상관행렬, 각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애착유형

에 관계없이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각 변인들의 

정상분포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변인들에 대한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았는데, 왜도는 .41 이하, 첨도는 .95 이

하로 나타남에 따라 Hong 등(2003)이 제안한 기준을 충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애착유형별 변인 

간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애착유형에 따른 변인 간 영향력 차이검증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라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이 검증되었으므로, 각 변인 간 관계를 검증하는 경로모형을 

활용하여 인과관계 및 유형 별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먼저, 요

인 적재치에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TLI를 비롯한 CFI, RMSEA 값에서 만족할 만한 적합도를 보

였다(χ2 (90, N = 797) = 339.31, TLI = .95, CFI = .96, RMSEA = 

.06).

아동기 애착유형 별 집단에서의 경로계수는 Table 5와 

Figure 1, Figure 2와 같다.

아동기 애착유형에 관계없이 마인드셋, 그릿, 자기주도 학

습능력 요인 간 인과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아동의 성장마인드셋과 그릿이 높아지면 그들의 자

기주도 학습능력(메타인지, 내재적 동기, 과제해결능력)은 높

아지지만 고정마인드셋이 높아지면 자기주도 학습능력(메타

인지, 내재적 동기, 과제해결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아동의 성장마인드셋이 높아지면 그들의 그릿이 높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for Variables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2
Fixed mindset 1 ― .81* -.16* -.19* -.30* -.28* -.50* -.43* -.43* -.45* -.46* -.42*

2 .82* ― -.17* -.22* -.35* -.31* -.51* -.47* -.45* -.48* -.46* -.47*
Growth mindset 3 -.36* -.39* ― .79* .16* .13* .51* .39* .42* .39* .40* .33*

4 -.39* -.38* .84* ― .17* .16* .55* .41* .42* .39* .42* .36*
Grit 5 -.35* -.37* .40* .37* ― .64* .53* .52* .49* .49* .52* .53*

6 -.33* -.36* .28* .26* .61* ― .44* .48* .41* .36* .49* .46*
Meta cognition 7 -.56* -.55* .62* .62* .46* .44* ― .70* .70* .69* .71* .69*

8 -.43* -.44* .56* .55* .44* .36* .73* ― .69* .67* .70* .74*
Intrinsic motivation 9 -.42* -.48* .62* .58* .46* .38* .67* .64* ― .73* .70* .63*

10 -.41* -.43* .64* .59* .45* .37* .57* .59* .75* ― .65* .66*
Problem solving 11 -.50* -.54* .61* .58* .58* .48* .73* .68* .65* .57* ― .73*

12 -.36* -.39* .44* .46* .45* .41* .57* .62* .52* .46* .69* ―

M 3.19 3.21 3.42 3.43 3.29 3.12 3.09 3.13 3.20 3.22 3.26 3.18
SD 1.24 1.19 1.27 1.26 .91 .98 .92 .96 .94 1.01 .88 .94
Skewness -.22 -.17 -.39 -.41 -.12 .23 -.09 -.17 -.32 -.21 -.24 -.14
Kurtosis -.95 -.93 -.91 -.95 .16 -.03 .04 -.01 .13 -.33 .37 .07
Note. Below the diagonal is the secure attachment group; Above the diagonal is the insecure attachment group.
*p < .05.



53   Structural Analysis between Variables by Attachment Type

아지지만 고정마인드셋이 높아지면 그릿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경로계수 간 유

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 내에 존재하는 11개의 경

로계수에 동일화 제약을 가한 모형 11개를 기저모형과 비교

하였다. Table 6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경로계수까지 동

일화 제약을 가해도 모델의 적합도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Δχ2 

(11, N = 797) = 35.33, ΔTLI = -.01, ΔRMSEA = .01). 성장마인

드셋이 내재적 동기에 미치는 경로(Δχ2 (1, N = 797) = 10.39, p 

< .05)와 성장마인드셋이 그릿에 미치는 경로(Δχ2 (1, N = 797) 

Table 5
Parameter Estimates by Attachment Type (Model with Invariance Constraints)

Parameter Secure Insecure

Fixed mindset → Meta cognition -.12 (-.17)* -.12 (-.16)*

Growth mindset → Meta cognition .34 ( .40)* .29 ( .43)*

Grit → Meta cognition .74 ( .53)* .83 ( .73)*

Fixed mindset → Intrinsic motivation -.07 (-.10)* -.13 (-.16)*

Growth mindset → Intrinsic motivation .42 ( .50)* .24 ( .34)*

Grit → Intrinsic motivation .60 ( .42)* .81 ( .68)*

Fixed mindset → Problem solving -.06 (-.10)* -.10 (-.12)*

Growth mindset → Problem solving .22 ( .30)* .21 ( .29)*

Grit → Problem solving .84 ( .68)* .93 ( .78)*

Fixed mindset → Grit -.21 (-.41)* -.33 (-.49)*

Growth mindset → Grit .20 ( .34)* .08 ( .12)*
Note. Numbers are non-standardized coefficients and standardized coefficients are given in parentheses.
*p < .05.

Figure 1. Result of secure att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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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1, p < .05)에 대한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경로(Table 6)들 중 두 집

단 모두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며, 동일화 제약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최종경로(Tabel 5)는 성장마인드셋이 내재적 

동기와 그릿에 미치는 경로로 나타났다. 불안정 애착집단(β = 

34, p < .05)보다 안정애착 집단(β = .50, p < .05)에서의 성장마

인드셋이 내재적 동기를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불안정 애착집단(β = .12, p < .05)보다 안정애착 집단(β 

= .34, p < .05)에서의 성장마인드셋이 그릿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성장마인드셋은 안

정애착이 선행되었을 때 강력한 원인으로 작용하여 자신들의 

Figure 2. Result of insecure attachment.          

 Table 6
Comparison of Model with Invariance Constraints Difference Between Attachment Types

Model with invariance constraints ΔDegree of freedom Δχ2 ΔTLI 
Fixed mindset → Meta cognition 1 .02 -.01
Growth mindset → Meta cognition 1 .74 -.01
Grit → Meta cognition 1 .41 -.01
Fixed mindset → Intrinsic motivation 1 .86 -.01
Growth mindset → Intrinsic motivation 1 10.39* .01
Grit → Intrinsic motivation 1 2.95 -.01
Fixed mindset → Problem solving 1 .35 -.01
Growth mindset → Problem solving 1 .08 -.01
Grit → Problem solving 1 .38 -.01
Fixed mindset → Grit 1 3.12 -.01
Growth mindset → Grit 1 5.51* .00
Invariance constraints on all paths 11 35.33 -.01
*p < .05.

Fixed  
Mindset 

Fixed 1 

Fixed 2 

e2 

e1 

Growth  
Mindset 

Growth 1 

Growth 1 

e6 

e5 

e9 

e10 

Meta1 

Meta 2 

Meta  
Cognition 

e11 

e12 

Solving 1 

Solving 2 

Problem  
Solving 

e7 

e8 

Intrinsic 1 

Intrinsic 2 

Intrinsic  
Motivation 

Grit 

Persistence Consistency 

e4 e3 

e13 

e14 

e15 

e16 

-.49 

-.15 

.12 

-.16 

.43 
-.12 

.29 

.73 

.68 

.78 

.34 

 



55   Structural Analysis between Variables by Attachment Type

내재적 동기와 그릿을 더욱 유의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

미한다. 

Results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결과변수로 놓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변수로 고정 및 성장 마인드셋, 그릿

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라 마인드셋, 그릿, 자기주도 학

습능력 간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애착유형에 따른 마인드

셋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안정애착을 형성

한 아동의 경우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에 비해 고정마인드

셋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마인드셋의 경우 안정애착 

아동이 더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와 충분한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애착이 형성되면 자신

이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고 보고한 Narvaez (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애정이 동반된 사회적 

애착이 높을 경우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한 Carter (1998)의 연구결과는 아동이 고정 및 성장 마인

드셋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애착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요인으

로 작용할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모와의 부적절한 애착

관계는 자녀의 도전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유발시키며 무기력

감을 유발시킨다는 Dweck (2007)의 연구결과는 고정마인드셋

을 향상시키는 원인으로 불안정애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부적절한 애

착관계는 자녀를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Bartholomew, 

1990) 아동의 마인드셋 성장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안정애착 

형성이 먼저 이루어질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라 그릿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안정애착을 지닌 아동이 불안정애착을 지닌 아동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릿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할수록 자녀의 흥미의 지속성, 꾸

준함, 열정 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Duckworth (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안전기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녀는 탐색

활동이 높아질 수 있으며(Holmes, 2014), 부모와 분리-개별화

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H. 

S. Jang, 2002). 부모와의 관계에서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자녀

는 그릿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한 Mandelbaum (2016)의 연

구 또한 안정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실제, 그

릿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표면적으로 지각된 양육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내면화

한 애착이 더 높은 영향력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Levy & 

Steele, 2011). 이처럼, 그릿 관련 기초연구로써 애착은 매우 중

요한 요소임을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의 차

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기 안정애착이 형성될 경우 그들의 메

타인지, 내재적 동기,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 능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와의 안정애착은 학생의 내재적 

동기를 높이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M.-J. 

Jang (2018)의 연구결과와 안정애착이 형성될 경우 메타인지

가 높아질 수 있다는 Fonapy (1997)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Egeci와 Gencoz (2011)는 애착유형에 

따라 과제해결능력 및 상호작용에서 기술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안정애착이 동반될 경우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차원의 접근이 불안정애착을 가진 사

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애착유형은 아동의 메

타인지를 비롯한 내재적 동기, 과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

를 뒷받침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애착유형 별 파악이 선행

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른 인과관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장마인드셋에서 그릿에 이르는 경로와 성장마인드셋

에서 내재적 동기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먼저, 각각의 애착유형에 따른 인과관계

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애착유형에 관계없이 두 집

단 모두에서 마인드셋과 그릿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예측하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성장마인드셋이 높을수록 내재

적 동기와 메타인지,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 능력이 높아지는 

반면, 고정마인드셋이 높을수록 그들의 내재적 동기와 메타인

지,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 능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을 통해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인지적 사고와 더불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표설정을 하며, 이를 실행하는 능력이 매우 높을 수 있

다고 보고한 Claro 등(2016)의 연구결과는 본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정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지능과 

학습능력은 이미 타고난 자질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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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해도 바꿀 수 없다는 부정적 사고

를 하며,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낮으며 무언가를 해

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나 끈기를 보이지 않는 특징을 

보일 수 있다는 Dweck (2007)의 연구 또한 본 연구와 맥을 같

이 한다. 이처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아동이 가지는 마인드셋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측면은 아동의 마인드셋 변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 및 연

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그릿이 높을수록 내재적 동기와 메타인지, 과제해결능력

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릿이 높

은 사람은 목적달성을 위해 끈임없이 노력하는 행동적 차원의 

실행능력이 매우 높을 수 있다는 Duckworth 등(2007)의 연구

결과는 정보탐색 및 과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그릿이 

작용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그릿이 높

을 경우 목표지향성을 비롯한 긍정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인

지적 특성을 보인다는 측면(Guglielmino & Guglielmino, 2006; 

Hiemstra, 1994)은 자기주도 학습능력 예측요인으로 그릿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본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그릿을 높이기 위한 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본 연

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성장마인드셋이 높을수록 그릿이 높아지는 반면, 고정마인

드셋이 높을수록 그들의 그릿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역경을 겪는 순간 비관적인 해석

을 하여 도전상황을 피하거나 행동실행으로 옮기려 하지 않는 

반면, 성장마인드셋이 높은 사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이라는 낙관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는 끈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한 Duckworth (2016)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청소년의 뇌 발달 과정

을 추적 조사한 Ramsden 등(2011)의 연구에서 자신의 지능이 

변화할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노력과정

을 통하여 자신의 지능을 향상시켰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처

럼, 개인이 가지는 끈기는 그들의 마인드셋에 따라 강화될 수 

있으므로 성장마인드셋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적 연구가 무

엇보다 필요하다.

다음으로,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라 인과관계에서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 성장마인드셋과 그릿, 성장

마인드셋과 내재적 동기에 이르는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안정애착은 아동의 성장마인드셋은 그

들의 그릿과 내재적 동기를 더욱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모와의 안정적 애착관계를 형성

한 자녀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변화될 수 있다

고 믿는 성장가능성이 불안정 애착관계를 형성한 자녀보다 높

기 때문에 그들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동기 또한 높을 수 있

으며(Ma & Chan, 2014), 부모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 관계 형성은 변화를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지속성 또

한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Levy & Steele, 

2011). 즉, 부모와의 안정애착 형성이 선행될 경우 자신의 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높아지게 됨으로써 그

들의 끈기와 목표를 향한 내재적 동기 또한 더욱 높아질 수 있

다는 점에서 아동기 안정애착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마인드셋과 그릿,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기 애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할 수 있

었다. 아동의 행동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외현화된 부모의 양

육방식이 주목받고 있지만, 양육태도를 이루는 내면화된 요소

인 안정애착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Levy와 Steele (2011)

의 연구결과 또한 안정애착 형성을 돕기 위한 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나아가, 변인 간 인과관계 검증에서

도 아동기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기 애착유형 분류를 통한 접근을 토대로 

한 관련 변인 간 인과관계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은 매우 큰 의의를 가진다. 

둘째, 애착유형에 관계없이 아동이 가지는 고정마인드셋은 그

들의 그릿과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낮추는 주요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고정마인드셋을 가질 경우 

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적 방안이 모색될 필요

성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이 가지는 성

장마인드셋은 그들의 끈기와 메타인지, 내재적 동기, 과제해

결 능력을 높이는 주요 요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할 수 있

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마인드셋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차원

의 접근이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발견하였다는 점은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일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일반화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

한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연구가 진행 된다면 연

구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애착유형 별 분류 없이 빈도

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가지는 

애착유형 빈도를 함께 제시한다면 청소년기, 성인기 애착유형

과 비교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애착유형 변화추이를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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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 나아가, 종단 연구를 통한 애착유형 변화에 따른 

인과관계 검증에서의 차이 값 변화를 함께 연구한다면 더욱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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