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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지식 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라 직장인들에게도 끊임없는 자기 학습이 필요하다. 특히 희망이 강한 사람은 
자기주도학습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이에서 심리적인 특성이나 신념인 성장 마인드셋과 Grit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희망과 자기주도학습 사이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서울,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 위치하는 총 32개의 직장에서 선정하였고 총 368명이
었다. 자료 분석은 빈도분석, 상관분석 및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수행하였고 주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희망과 성장 마인드셋, 그릿, 자기주도학습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경로분석 결과 희망은 자기주도학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희망은 성장 마인드셋과 그릿을 매개
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과 직장인들의 자기주도학습을 높이기 위하여 희망, 성장 
마인드셋, Grit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하였다. 
주제어 : 자기주도학습, 희망, 성장 마인드셋, Grit, 직장인

Abstract  Recently, according to the arrival of the knowledge-based society, the self-directed learning is 
necessary for the workers. Especially, the person with strong hopes showed strong self-directed learning, and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beliefs such as growth mindset and Grit would play a mediating ro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s of growth mindset and grit in relation to hope 
and self-directed learning.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than 32 workplace in cities of Seoul, 
Daejeon, Chungbuk, Chungnam, and consisted of 368 workers selected by purposive sampling. And data 
analysis was performed by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 First, there were positively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hope, growth mindset, grit, 
self-directed learning. Second, as a result of SEM, hope showed direct impact on self-directed learning. Third, 
hope had indirect effect through growth mindset and grit. Last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policy 
implications to increase self-directed learning of workers through hope, growth mindset and g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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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자기주도학습이란 학습자가 스스로의 목표를 달성하

기 위하여 자신의 감정, 사고와 행동을 체계성을 갖추어

드러내는 것을 말하며, 그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행위를

의미한다[1]. Long[2, 재인용]은 자기주도학습을 인지적

행동 차원, 사회 맥락적 차원과 교육학적 차원에서 역동

적작용이 이루어지는복합적인 과정으로이해하였는데,

이러한역동적상호작용의가장근본적원동력으로자율

성과 자유의지를 제시하였다. Hubbard 등[2, 재인용]은

이러한자율성을이끌어내기위해교사의역할의중요성

을강조하였고교사들은훈련자로서의전문지식과기술

을겸비해야한다고하였다. 따라서자기주도학습에서교

사의역할은매우중요하며학습자들의자율성과의지에

긍정적 역할을 미치게 된다.

자기주도학습에 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직접 효과

와 관련된 변인들에 관심을 두었고 자존감, 자기효능감,

학업 환경 특성, 학업 동기 및 태도, 학업성취도의 예측

변수를 파악하는 데 대부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김성은[3]은 자아존중감과학업환경적특성이자기주도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김우영 등[4]

은 구체적으로 정보인프라, 살아있는 교실 등 교육환경

기반이 자기주도학습에 유의성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심리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

인영향이있는것으로밝혀졌으며[5], 학업에대한동기

와 태도도 자기주도학습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끝으로, 양애경 등[7]의 연구에서 자기주도

학습이학업성취도에유의한영향력이있는것으로나타

났고, 나아가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강한 연관성이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4].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학습

자의심리적특성과환경적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여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며 자기주

도학습은 학업성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근래에이루어진자기주도학습에관한대부분

의연구들은자기주도학습과다양한종속변수사이에서

매개변수를 탐색하는 데 주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영

란등[8]은 자기주도학습과진로태도성숙사이에서자기

효능감의 매매효과를 밝혔고, 송윤희[9]는 자기주도학습

과학습만족도사이에서지식공유의매개효과를밝혔다.

한편, 자기주도학습 자체가 매개 변수임을 밝힌 연구

도있다. 박두환등[10]은 직장인들의피드백과조직유효

성 사이에서 자기주도학습이 부분매개를, 안도희 등[11]

은 대학생을대상으로수행한연구에서협동학습과삶의

만족감사이에서자기주도학습이매개역할을하고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기주도학습은 학업성취도 뿐만 아니라 직장 생

활에서의다양한변수와인과관계를이루고있고구조적

인 측면에서 독립변수와 매개 변수으로서의 기능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최근에이루어진연구에서자기주도학습에영향

을미치는변수로희망, 성장마인드셋및 Grit이 밝혀졌

다.

희망은 경로사고와 주도사고로 나누어 정의할 수 있

는데 경로사고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휘하여 다양

한방법을찾아내는것’이고주도사고란 ‘목표달성을위

하여이러한경로를사용할수있는자신의능력에대한

지각’을 의미한다[12]. 이러한 희망은학업성취와환경에

대한적응및긍정적정서에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

로나타났다[13,14]. 따라서 희망은자기주도학습에대하

여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13], 긍정적 정서와 밀접

한성장마인드셋과 Grit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치게된

다[14-16].

성장 마인드셋이란 자신의 재능과 지능이 노력으로

얼마든지변화될수있다고믿는마음을의미하며, 그반

면 고착 마인드셋이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변하지 않

는다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18]. 성장 마인드셋에 비해

상대적으로고착마인드셋이강한사람은자신이익숙한

분야만을수행하려고한다[19]. 따라서실패자체를두려

워하며새로운도전을피하게된다. 반면, 성장마인드셋

이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은 실패를 통하여 배운다는 마

음가짐으로 결과보다는 그 도전 자체를 즐기게 되며 더

욱 더 노력하게 된다[20]. 이러한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

주도학습에유의한영향을미치고있음이다수의연구에

서 확인되었다[19,20].

Grit이란 목표 성취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과 투지로

정의되며실천에있어서매우중요한요인이다[21]. 비슷

한 개념으로 자기통제성을 들 수 있으나 관심과 목표의

지속성, 자기 결정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자기통

제성은단기적인목표를대상으로하고있으며구조화된

과업의 성취를 중시하는 개념인[22] 반면, Grit이란오랜

시간동안 상당한 수준의 과업을 목표로 나아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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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력을의미한다. 따라서꾸준함을요구하는자기주도

학습의속성상 Grit의 상대적인영향력은매우유의할것

이며, 이는 Duckworth 등[23]의 연구를통하여입증되었

다.

이러한일련의연구결과들로미루어보면희망과성장

마인드셋 및 Grit은 직장인들의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이있을것으로판단되고성장마인드셋과 Grit은 희

망과 자기주도학습 사이에서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희망, 성장 마인드셋,

Grit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에만 관심을

가지고이루어졌고이들의매개효과와구조적관계를다

루었던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들은 학령기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

구가 대부분이었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장인들의 희망과 자기주도학습

사이에서 성장 마인드셋과 Grit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 문제를 첫째, 희망, 성장 마인드셋, Grit 및

자기주도학습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이러한 변

인들의 경로 관계는 어떠한가? 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모형
희망이자기주도학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는연

구 결과와 희망이 성장 마인드세트 및 Grit에 긍정적 영

향을연구결과[13,14], 그리고성장마인드셋과 Grit이 자

기주도학습의 유의한 예측변인이라는 연구 결과[19-22]

를 토대로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Hope
Self-
directed
Learning

Growth
Mindset

Grit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대전, 충남, 충북에 위치하는

총 32개의작장을선정한후 2016년 8월부터 2016년 11월

까지각직장인을대상으로편의표집하였고연구의취지

를설명한후직접설문지를배포및회수하여설문조사

를 실시하였다. 회수한 설문지 중 불충실하게 응답한 설

문지를 제외한 분석대상 설문지는 총 368부였다.

연구대상의연령범위는 20세부터 61세까지이며평균

36.28세(±8.10)이고, 성별은남성이 323명(87.8%), 여성이

45명(12.2%)로 남성이 월등히 많았고 결혼 상태를 살펴

보면 기혼이 206명(56.3%), 미혼이 160명(43.7%)로 기혼

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학력 수준은 4년제 대학교

졸 이상이 268명(74.0%)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 49명

(13.5%), 전문대졸 45명(12.5%) 순으로 나타났고, 근무

연수를보면 5-10년이 78명(21.4%)로가장많았고 3-5년

이 65명(17.8%), 10-15년이 59명(16.2%) 순이었다. 끝으

로 회사에서의 지위를 살펴보면 사원급이 183명(50.3%)

으로 가장 많았고 대리급이 85명(23.4%), 과장급이 46명

(12.6%), 차장급이 31명(8.5%), 부장급 이상이 19명

(5.2%)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희망
희망은 Snyder 등[24]이 개발하였고 최유희 등[25]이

번안한것을사용하였다. 이척도는 “나는곤경에서벗어

날많은방법들을생각할수있다”, “나는스스로정한목

표를따른다” 등총 12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중 4문

항은경로사고이고, 4문항은주도사이며, 4문항은허위문

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부터 “매우그

렇다” 5점까지 총5점까지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경로사고인 경우 0.837

로 나타났고 주도사고인 경우 0.811로 나타났다.

2.3.2 성장 마인드셋
성장 마인드셋은 Dweck[26]이 개발하고 이창식 등

[27]이번역한척도를사용하였다. 이척도는전체 8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능의 변화에 대한 신념을 측정

하는 4문항과 성격의 변화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는 4문

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부터 “매

우그렇다” 5점까지총 5점 Likert 척도이며점수가높을

수록 성장 마인드셋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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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의 신뢰도 Cronbach'α는 지능의 변화는 0.797, 성격

의 변화는0.782로 나타났다.

2.3.3 Grit
Grit은 Duckworth 등[21]이 개발한 척도를 본연구자

가번역하여사용하였다. 이척도는전체 8문항으로구성

되어 있으며 흥미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4문항과 노력의

일관성을 측정하는 4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그렇다” 5점까지총 5점 Likert 척도

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Grit 또한 높아짐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이척도의신뢰도 Cronbach'α는흥미의일관성

인 경우 0.697, 노력의 일관성은 0.701로 나타났다.

2.3.4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은 Guglielmino[28]의 자기주도학습 준

비도검사를김지자등[29]이국내실정에맞게번한하였

고 성인 학습자에게 적용하였던 박지혜[30]의 도구를 사

용하였다. 이도구는총 7개의요인으로구성되어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자발적 계획과 미래

지향성 2개의요인만 선별하였으며 각각 6문항, 4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

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총 5점 Likert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

의 신뢰도 Cronbach'α는 자발적 계획인 경우 .691로 나

타났고 미래지향성인 경우 0.552로 나타났다.

2.3.5 기타 변인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수준, 근무 연수, 지위를

조사하였다.

2.4 자료 분석
주요변인의기술적분석과신뢰성분석및주요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위하여 SPSS Win 21.0을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분석을위하여 AMOS 23.0을 통하여분석하

였다.

3. 연구 결과
3.1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주요변인간의상관분석결과를 <Table 1>에제시하

였다. 모든 변인 간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

고있는데이중희망의하위변인인목표와경로가가장

높은 상관(r=0.688, p<0.01)을 보여주었다. 그 다음으로

희망의하위변인인경로와자기주도학습의하위변인인

자발적계획(r=0.562, p<0.01), 자기주도학습의하위변인

인 자발적 계획과 미래 지향성(r=0.549,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상관계수의범위는 0.104 ~ 0.688으로, 이

러한결과로미루어볼때다중공선성은없는것으로판

단되었다. 한편, 모든 변인의 평균값은척도 중간값인 3

점 이사이었는데 희망의 하위 변인인 경로가 3.75±.64로

가장 높았고 Grit의 하위 변인인 흥미의 일관성이

3.27±.60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1. 2. 3. 4. 5. 6. 7. 8.

Hope
1. Agency 1
2. Pathway .688** 1

Growth
mindset

3. Intelligence .355** .340** 1
4. Personality .203** .172** .418** 1

Grit

5. Consistency of
interest

.265** .257** .275** .223** 1

6. Consistency of
effort

.452** .420** .272** .124* .351** 1

Self-
direct
learning

7. Proactive
planning

.495** .562** .372** .225** .328** .473** 1

8. Future
orientation

.440** .481** .306** .140** .104* .312** .549** 1

M 3.50 3.75 3.57 3.30 3.27 3.59 3.55 3.60
SD .61 .64 .74 .75 .60 .62 .57 .58

* p<.05, **p<.01, *** p<.001

<Table 1> Correlation between the main variabl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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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전체 측정모형 검증 결과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측정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적합도를 보면,

적합도 지수로 χ2=36.981, df=14, χ2/df=2.642, TLI=0.949,

IFI=0.975, CFI=0.974, RMSEA=0.066 으로 나타나 전반

적으로 주요 지수가 적합하게 나타났다. 또한 각각의 척

도를 구성하는 각 변수의 표준화 계수도 대부분0.479 ~

0.869 범위로 대부분 0.50을 상회하였다. 일부 계수가

0.50이하였으나그 차이가크지 않고측정모형은전체적

으로 파악해야하기 때문에[31] 기준조건을 충족하는 것

으로 판단하였고, 모든 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 변수의 분산추출지수(AVE)는 0.631 ~ 0.851

로 0.50 이상이었고, 개념 신뢰도(CR)는 0.762 ~ 0.919으

로 0.7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3.3 가설모형 경로검증 결과
경로모형분석결과연구모형의전반적인적합도는 χ

2=41.783, df=15, x2/df=2.786, TLI=0.944, NFI=0.938,

GFI=0.943, RMR=0.058, CFI=0.970, RMSEA=0.069로 나

타나, 주요 지수가 모두 적합하였다.

따라서 연구모형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경

로계수에대한검증결과를 [Fig. 2]와 <Table 2>에제시

하였다. 각 경로별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희망은 자기주도학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

=0.518, p<0.001), 성장 마인드셋(β=0.495, p<0.001)과

Grit(β=0.700, p<0.001)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은 자기주도학습에 유

의한영향을미쳤고(β=0.144, p<0.05), Grit도 자기주도학

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294,

p<0.05).

Path B β S.E C.R
· Hope → Self-directed learning .488 .518 .105 4.637***

· Hope → Growth mindset .359 .495 .081 4.457***

· Hope → Grit .659 .700 .067 9.784***

· Growth mindset →
Self-directed learning

.188 .144 .084 2.220*

· Grit → Self-directed learning .292 .294 .119 2.469*

* p<.05, *** p<.001

<Table 2> Results of path analysis 

3.4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
희망, 성장 마인드셋, Grit이 자기주도학습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총효과를 분석하여 <Table 3>

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희망과

자기주도학습의 관계에서 희망은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

니라 성장 마인드셋과 Grit을 부분 매개로 하여 간접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 Hope → Self-directed learning .518 .277 .795
· Hope → Growth mindset .495 .495
· Hope → Grit .700 .700
· Growth mindset →
Self-directed learning

.144 .144

· Grit → Self-directed learning .294 .294

<Table 3> Analysis results of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Hope
Self-directe
d Learining

Growth
Mindset

Grit

Agency

Pathway

Intelligence Personality

EffortInterest

Proactive Planning

Future Orientation

.462***

.518***

.294*

.760***

.144*

.833***

.658***

.495***

.872*** .479***

.844***

.809***

.700***

* p<.05, **p<.01, *** p<.001
[Fig. 2] Structural path model among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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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매개효과 검증
분석 결과 나타난 간접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4>에제시하였다. 검증결과 95%신뢰구간에서부트스트

랩의 상한및 하한 값사이에 0이 존재하지않아 유의미

하여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Path Estimate p 95% Interval
· Hope → Growth mindset →
Self-directed learning
· Hope → Grit →
Self-directed learning

.277 .002 ( .117 ~ .781 )

<Table 4> Bootstrap test of multiple mediating effects

4. 결론 및 논의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결과희망과성장마인드셋, Grit, 자기

주도학습의모든하위요인에서유의한정적인상관관계

가있었다. 이러한결과는희망, 성장마인드셋, Grit이 자

기주도학습과매우밀접한관련이있다는기존의연구와

일치한다[14,19-22]. 따라서성인들의자기주도학습을증

진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었던 희망, 성장

마인드셋, Grit을 종합적으로 활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로분석결과희망은자기주도학습에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결과와

일치하며[13], 비슷한개념인 자아존중감, 행복감이자기

주도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에 의해서

도지지된다[3,11]. 한편, 학습의목표는자아실현을추구

하는 과정 또는 학습자의 내적 의식변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목표의설정및관련행동을모두포괄하는희망

은자기주도학습에긍정적영향을미치고있음이분명하

다.

셋째, 희망은 성장 마인드셋과 Grit을 매개로 하여 간

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음이확인되었다. 즉, 희망은자

기주도학습에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장

마인드셋과 Grit에 영향을 미쳐 자기주도학습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학습에 대한 열망과 희망

이있어도 노력과 Grit이없이는효율적인자기주도학습

이 어려움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주도학습을

촉진시키기위하여그들의성장마인드셋과 Grit을 모두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 충북 지역의 일부 직장인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직장인으로 일반화하기엔 제한이 있으

므로차후전국적인단위의연구가필요할것이다. 둘째,

아직까지 희망과 자기주도학습 사이에서 매개변수를 밝

힌 연구가 매우 적다. 따라서 차후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의문헌을바탕으로자기주도학습과상관이높았던변수

를 바탕으로 매개효과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 다양한

경로를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

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희망, 성장 마인드셋, Grit 및 자

기주도학습의 구조적 관계를 밝힌 최초의 연구이다. 또

한 최근 강조되는 직장인들의 평생학습을 높이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직장인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는 데 연구의 함의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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