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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저성취 대학생의 그릿과 영어 학습 동기 탐색*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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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 Myeong-Ae. “A Study on Grit and English Learning Motivation for College Students with Low 

English Achievement.”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6.1 (2020): 237-26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grit on English learning motivations for college students with low level 

of English achievement. To achieve the goal of this research, for the quantitative research, the researcher 

conducted a survey of 154 students. Qualitative research was also conducted through interviews with four 

research participants. The researcher measured general grit(G-grit) and English learning grit(E-grit), and 

analyzed them. The results showed that grit levels of students with low English achievement were lower 

than those of average adults. The research also found that E-grit was lower than G-grit, which indicates 

students have less interest and make less effort in learning English than those of doing general work. The 

result of interviews showed that even though participants faced difficulties learning English, they tried to 

overcome difficulties and showed grit for remotivation of English learning. The results imply that 

fostering grit is needed for low level English learners to improve English learning motivation and make 

continuous efforts. (Daeje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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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우기 시작하여 

  *이 논문은 2019학년도 대전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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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기까지 10년 가까이 장시간에 걸쳐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영어 학습을 수행하는 학습자들이 있는 반면 

성공적으로 학습을 수행하지 못하여 스스로를 ‘영포자(영어를 포기한 자)’라고 

일컫는 학습자들도 상당수 있다. 하명애와 김정옥(2014)은 초중등 과정에서 성

공적으로 영어 학습을 수행하지 못한 학습자들이 대학교육에서 이를 회복할 기

회를 갖지 못한다면 글로벌 시대의 여러 기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왜냐하면 영어 사용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잣대로 사용되

는 현실에서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Gan, Humphreys와 Hamp-Lyons(2004)는 성공적인 영어 학습자와 비성공

적인 영어 학습자(successful and unsuccessful EFL learners)는 내적 인식, 감

정, 외적 동기, 사회적 맥락 등 복합적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차이가 설명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측면에서 영어 능력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성취도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학습자들이 가지는 요인과의 차이가 무

엇인지를 파악하고 탐색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영어 학습에 성공적

이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하여 영어 능력 향상과 학습 동기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교육적인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학습자가 가지는 요인으로 최근 심리학과 교육심리

학 분야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릿(grit)의 개념을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들에

게 적용하여 이들의 그릿 정도를 살펴보고 영어 학습 동기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자 한다. 그릿(grit)은 Duckworth, Peterson, Matthews와 Kelly(2007)가 처음 

제안한 개념으로,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적인 특징으로 

“장기적인 목표 성취를 위한 인내와 열정(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으로 정의된다(p. 1087). 즉,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여 성취를 이루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바로 그릿이다. 그릿(grit)을 

우리말로 옮기면 끈기, 투지 등으로 해석되지만 최근의 여러 국내연구에서는 성

공적인 학습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본래의 뜻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릿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김주환, 2013; 심미연, 황명환, 2019; 윤진희, 김태영, 2018; 이

수란, 손영우, 2013;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7; 황명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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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릿이 상위 수준의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자질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이

를 하위 수준의 학습자에게 적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구체적

으로는 영어 성취도가 낮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그릿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며, 

학습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끈기와 노력의 정도가 영어 학습을 수행할 때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학습동기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

찰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에는 교육과 훈련을 통한 ‘그릿 기르기(growing grit/ 

fostering grit)’1에 대한 실천 방안과 활용 방법을 적용한 연구가 교육심리와 초

등교육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어서(김주환, 2013; 한상모, 유생열, 2018; 

Duckworth, 2016), 영어교육 분야에 그릿의 개념을 적용하여 하위 수준 학습자 

대상의 연구를 실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그릿 수준과 영어 학습

에 대한 그릿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그릿은 구체적

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그릿과 영어 학습 동기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이론적배경과 선행연구

2.1 그릿과 영어교육 분야에서의 연구

최근 영어 학습 동기 연구에는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이 심리학 분야의 

개념을 활용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릿(grit)도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심

  1 Duckworth(2016)는 내면의 힘을 기른다는 의미로 ‘그릿 기르기’를 ‘growing grit’로 표현하고 

있으나, 최근 교육심리학이나 아동교육 등에서는 이 개념을 확장하여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하여 함

양시킨다는 적극적인 의미로 ‘fostering grit’으로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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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구인 가운데 하나로 영어 학습 동기 측면에서 심도 있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Duckworth 외 3인(2007)은 뛰어난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특

징이 바로 끈기와 열정인 그릿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흥미유지(consistency of 

interests)’와 ‘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이라는 두 요인에 대해 각 6문

항 씩 총 12문항으로 된 그릿 척도(Grit Scale)를 개발하여 개인의 끈기와 노력

을 측정하였다. 김주환(2013)도 그릿이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위해서 인지능력

보다 앞서는 비인지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릿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하위

요소를 능력성장의 믿음(growth mindset), 회복탄력성(resilience), 내재적 동기

(intrinsic motivation), 끈기(tenacity)로 언급하며 각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붙

여서 그릿(GRIT)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릿이 학업 성취에 대하여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다는 점은 국내의 여러 연구

에서도 밝혀졌으며, 학습자들의 그릿이 높을수록 성공적인 학업을 위해 필요한 

학습 동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릿과 학습 동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이수란, 손영우, 2013; 하혜숙, 임효진, 황매향, 2017; 황명환, 

2017). 특히 최근 교육심리학을 중심으로 그릿과 학업 성취도가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영어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도입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

다. 

현재 영어교육 분야에서 그릿에 대하여 수행한 국내 연구로는 학업성취도와 

동기 요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그릿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에 주목한 연구로는 그릿이 학습자들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변수라는 

점을 확인한 연구이다. 황명환(2017)은 한국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그릿과 자기 

효능감, 영어능력 사이의 관계에 대해 그릿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언급하며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

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심미연과 황명환(2019)의 연구에서도 국내 고등학교 

학습자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율성, 영어 학습 전

략, 그릿의 세 가지 요인을 제시하면서, 그릿만이 학습자들의 영어 학업 성취도

를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위와 같이 그릿이 학습자들의 학습능력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국내의 우수한 영어학습자들의 특성에 대한 사례연구(이희경, 신수정, 황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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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이현아, 송현주, 2015)에서 나타난 특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사례연구에 따르면 한국형 우수영어학습자들이 영어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보인 특성은, 자신들은 노력을 하면 언제든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의적인 측면의 성장 마인드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장 마인드는 바로 김주환(2013)이 언급한 그릿의 하위 요인 가운데 하

나인 능력성장의 믿음에 해당하며, 따라서 그릿과 같은 정의적인 요인이 성공적

인 영어 학습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이어 그릿과 영어 학습 동기에 관한 연구로는 윤진희와 김태영(2018)이 수행

한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성취도에 따른 그릿과 영어 학습의 동기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영어 성취도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어 영어 학습 

탈동기와 재동기를 연구하였는데, 특히 김주환(2013)이 제안한 그릿의 네 가지 

하위 요인을 바탕으로 세 집단의 영어 학습 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성취도에 따른 그릿이 영어 학습 재동기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상, 중, 하 세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세 집단 

모두 학습자의 영어 학습 재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릿의 하위 요인은 

내재적 동기와 끈기라고 밝힌 반면, 세 집단 모두에게 그릿의 네 가지 하위요소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간 그릿과 유사한 

특성으로 여겨온 능력성장의 믿음 요인은 영어 성취도 중, 하 집단의 재동기 요

인으로 작용하였지만 오히려 상 집단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이희경 외 5, 2015)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에 윤진희와 김태영

(2018)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그릿 문항에 대한 정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2.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동기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영어 학습 동기의 하위 요소와의 상관성을 고찰하므로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습자의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이해가 매우 주요하

다. 본 연구대상인 영어 저성취 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중고교 과정에서 영어 

학습의 흥미를 잃고 영어 학습의 부정적인 감정으로 학습 전반에 대하여 무기력

한 태도를 보이는 학습자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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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이 영어가 주요한 과목으로 위치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영어를 배우기 싫은 학생들도 반강제적으로 학습해야만 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학습자들의 동기를 감소시키는, 즉 탈동기화 현상은 불가피하

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탈동기화(demotivation)는 특정한 요인으로 인해 동

기가 감소되는 현상이다(Dornyei, 2001). 따라서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영어

를 필수 외국어로 배워야 하는 EFL 환경에서 탈동기 연구(여숙림, 이종복, 

2015; Falout, Elwood, & Hood, 2009; Kikuchi & Sakai, 2009; Kim, 2009)가 

활발히 수행되는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러 선행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학습 동기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지

속적으로 변하는 역동성을 가지고 있기에 학습자의 동기 변화와 그 과정에 대하

여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Dornyei & Ushioda, 2011). 최근에는  탈동

기화(demotivation)와 더불어 학습자가 동기 저하를 극복하는 재동기화

(remotivation)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학습자의 재동기화

(remotivation) 요인과 과정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김경

자, 2019; 정미애, 김남희, 2016; 정숙경, 2012; 하명애, 2019b)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동기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고

등학교 과정에서 탈동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두드러졌으며 대학 진학 후 영어 학

습의 기대와 관심을 기울이는 재동기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숙경, 

2012, 하명애 2019b). 정미애와 김남희(2016)도 대학생들의 영어 학습 경험에

서 탈동기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고교 과정에서 대입 중심의 영어수업을 들었으

며, 만약 대학의 영어 수업도 학생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수업방식과 유사하게 제

공된다면 학생들의 탈동기화는 지속되거나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그릿의 개념을 학습 동기 측면에 적용하면 학습자가 어려

움(탈동기)을 극복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재동기)을 거쳐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요인이 바로 그릿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저성취 학생들의 그릿 

수준과 영어 학습 동기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학습자들의 영어 능력 향상과 학

습 동기 고취 방안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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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영어 성취도 수준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다. 학업 저성취의 개념은 성취 수준이 평균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위 

5-20%에 속하는 경우를 말하므로(백병부, 김정숙, 2009), 본 연구에서는 표준

화된 영어 시험인 토익 점수를 기준으로 400점 이하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매월 시행되는 토익 점수 분포에서 400점 이하는 하위 5%수준으로, 본 연

구에서는 ‘영어 저성취 대학생’으로 칭한다.2

연구자가 재직하는 대학교는 교양영어 과목을 수준별 수업으로 운영하며, 토

익 점수 400점을 기준으로 400점 이상은 심화반, 그리고 400점 이하는 일반반

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는 2019년 2학기에 연구자가 지도하는 일반반 학습자 

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와 더불어 면담조사를 병행하였다. 면

담조사는 참여자를 모집하였는데,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고 특히 인내와 끈기로 

영어 공부의 향상과 성취감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습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하였으며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점도 사전에 밝혔다. 이를 통해 네 명

의 학습자가 자원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과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참여자의 동

의를 얻어 면담조사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질적 연구의 면담조사 참여자들이다.  

참여자 성별 전공학과 학년(나이) 비고

참여자 A 남 행정학과 1학년(20세) 영어등급 향상 경험

참여자 B 여 사회복지학과 2학년(21세) 교환학생 희망

참여자 C 여 회계학과 2학년(42세) 직장생활 후 대학진학

참여자 D 남 기계공학과 3학년(25세) 군제대후 복학

<표 1> 면담조사 참여자 정보

  2 예시로 2019년 11월과 2019년 12월에 실시된 토익의 평균 점수는 각각 675점, 683점이었으며, 

400점 이하는 하위 5%수준이었다(http://exam.ybmnet.co.kr/score/result/data_t_num.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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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도구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병행한 혼합 연구(mixed methods)를 실

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학습자의 그릿

과 학습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량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학습자의 그릿 수준 분포와 학습 동기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면

밀히 검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으로는, 모집된 참여자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영어 학습에 대한 끈기와 인내 정도, 그리고 학습 동기에 대하여 구체

적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정량적 설문조사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상세한 내

용들을 직접적으로 수집하고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혼합 연구를 실시한 이유

는, 설문조사만으로는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끈기와 인내 정도를 파악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적 연구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면담조사의 질

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면담조사에서는 참여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선호도를 

비롯하여 영어 학습과정에서의 좌절을 경험한 사례와 이를 극복한 사례 등 다양

한 측면에서 부가적인 질문을 하였다.  

설문조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그릿, 영어 

학습에 대한 그릿, 그리고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세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행하였으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릿 측정 도구로는, 

Duckworth 외 3인(2007)에 의해 개발된 원척도(Grit Scale) 문항을 그대로 활

용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에서는 “일반그릿(G-grit: General grit)”이라고 명명

하였다. G-grit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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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그릿 지수 항목(Grit Scale Item) 

열정:

흥미

유지

나는 한 가지 목표를 세워놓고 다른 목표를 추구한 적이 종종 있다.* 

(I often set a goal but later choose to pursue a different one.)

2. 나는 새로운 아이디와 프로젝트 때문에 기존의 것에 소홀해진 적이 있다.* 

(New ideas and new projects sometimes distract me from previous 

ones.)

3. 나는 몇 달마다 새로운 목표에 관심을 갖게 된다.*

(I become interested in new pursuits every few months.)

4. 나의 관심사는 해마다 바뀐다.*

(My interests change from year to year.)

5. 나는 어떤 아이디어나 프로젝트에 잠시 사로잡혔다가 얼마 후에 관심을 잃

은 적이 있다.* (I have been obsessed with a certain idea or project for 

a short time but later lost interests.) 

6. 나는 완수하기에 몇 달 이상 걸리는 일에 집중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

다.* (I have difficulty maintaining my focus on projects that take more 

than a few months to complete.)

끈기: 

노력

지속

7. 나는 수 년 걸린 목표를 성취한 적이 있다.

(I have achieved a goal that took years of work.)

8. 나는 좌절을 딛고 중요한 도전에 성공한 적이 있다.

(I have overcome setbacks to conquer an important challenge.)

9. 나는 무엇이든지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낸다.

(I finish whatever I begin.)

10. 실패는 나를 좌절시키지 않는다.

(Setbacks don’t discourage me.)

11.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I am a hard worker.)

12. 나는 부지런하다.

(I am diligent)

<표 2> 그릿 측정을 위한 항목(일반그릿: G-grit)

(* 역 배점 항목, Duckworth et al, 2007, p. 1090)

그릿을 구성하는 두 요소는 ‘열정(흥미유지: Consistency of Interests)’과 ‘끈

기(노력지속(Perseverance of Effort)’로 그릿 지수의 측정은 각 항목을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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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로 하여, 열정 요소는 역배점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5)’부터 ‘매우 그렇다

(1)’로, 그리고 끈기 요소는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의 척도로 

한다. 두 요소에 대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하여 5로 나눈 값이 각각 열정과 끈

기 점수이며 두 점수의 평균이 그릿 지수가 된다.

또한 그릿 원척도를 활용하여 영어 학습 그릿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이를 위하여 그릿을 영어교육 분야에 적용한 선행연구(윤진희, 김태영, 

2018; 황명환, 2017)의 설문 문항을 본 연구에 적합하게 재구성하여 영어 학습 

그릿을 측정하였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영어그릿(E-grit: English Grit)”이 명

명하였으며, E-grit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요인 영어 학습 그릿 항목

열정:

흥미

유지

1. 나는 영어공부를 목표로 세워놓고 다른 목표로 바꾼 적이 종종 있다.*

2. 나는 새로운 것의 관심 때문에 영어공부에 소홀해진 적이 있다.*

3. 나는 영어공부 결심을 하다가도 다른 목표에 관심을 갖게 된다.*

4. 나는 해마다 영어공부를 목표를 세웠다가 관심사가 바뀌었다.* 

5. 나는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려다가 얼마 후 관심을 잃은 적이 있다.*

6. 나는 영어공부를 할 때 몇 달 이상 걸리는 학습 내용이 있으면 쉽게 흥미를 

잃는다.* 

끈기:

노력

지속

7. 나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어려운 영어 과제를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

게 완수한 적이 있다.

8. 나는 어려운 영어문제에 끝까지 노력하여 해결한 적이 있다.

9. 나는 영어 과제나 문제를 풀 때 시작한 것은 반드시 끝마친다.

10. 나는 영어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이 있어도 의욕을 잃지 않는다.

11. 나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

12. 나는 영어 학습에 늘 부지런하다.

<표 3> 영어 학습 그릿 측정을 위한 항목(영어그릿: E-grit)

(* 역 배점 항목)

이와 같이 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대상자들의 G-grit과 E-grit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즉, 학습자들이 일반적인 일을 수행할 때 가지는 열정과 

끈기가 영어 학습을 수행할 때의 열정과 끈기 정도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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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학습에 수반되는 하위 변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E-grit에 대한 측정 방법

과 점수 산정은 G-grit과 동일하며, 열정 요소는 역시 역 배점 문항으로 구성되

었다. 

또한 그릿과 영어 학습 동기를 살펴보기 위하여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영어 학습 동기 요인을 이상적/필연적 제2언어 자

아(ideal/ought-to L2 self)와 내재적/외재적(intrinsic/extrinsic) 구인을 중심으

로 문항을 구성한 최덕인과 김태영(2013)의 연구와 황정희(2013)의 연구를 바

탕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설문조사 문항의 각 항목을 5단계 척도로 

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 <표 4>와 같다. 

항 목 

이

상

적

해외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의 모습을 상상한다.

2. 영어공부를 하면서 유창하게 원어민과 대화하는 모습을 상상한다. 

3.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영어를 잘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4. 원하는 직업을 갖고 영어를 사용하는 내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5. 내가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한다.

필

연

적

6.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영어는 기본이다.

7. 주위에서 영어는 중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다.

8. 성공한 사람들은 영어를 잘 하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한다.

9. 다른 사람들이 나를 영어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싫다.

10.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한다.

외

적

11. 졸업 후 취업을 위해 영어 공부는 필요하다. 

12. 영어를 잘하면 여러 이점이 많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다.

13. 공인 영어 점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한다. 

14.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므로 공부한다. 

15. 내가 원하는 분야의 진로를 위해 영어공부를 한다. 

<표 4>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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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문항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세 설문조사의 신뢰도 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모델을 사용한 신뢰도 분석 결

과, 알파값(�)은, 0.761(일반그릿), 0.890(영어그릿), 0.867(영어 학습 동기)로 

각각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3 자료 수집 방법

정량적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지도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2학기 첫 수업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학습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하고 그릿에 대한 간

단한 설명을 덧붙였다. 또한 본 연구는 참여자를 모집하여 학습자 면담조사를 병

행하였다. 이는 정량적 연구도구인 설문조사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끈기, 인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함이다. 

면담조사는 그릿에 대한 설문조사에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반구조화

(semi-structured)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각 참여자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

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담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3.4 분석방법

정량적 연구의 설문조사 분석은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내적일관성 분석, 빈도 분석, 대응

내

적

16. 영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17.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즐겁다. 

18. 나는 영어라는 언어에 흥미와 호기심이 있다. 

19. 모르던 단어를 알게 되고 영어 문장을 해석할 수 있을 때 기쁘다.

20. 영어 실력이 좋아졌다고 느낄 때 성취감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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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t-검증,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정성적 연구 자료인 면담조사 내용은 

질적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면담조사 내용은 녹취 후 전사되었고,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

으며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단어나 문장들을 추출하여 관련성 있는 개념끼리 

유목화 하였다. 유목화는 전사된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

는 의미 개념을 묶어서 상위개념으로 확장하였다. 그리고 개념끼리의 관계성을 

모색하여 같은 맥락으로 삼아 통합적인 주제로 분류하였다(Ellis & Barkhuizen, 

2005). 

특히 유목화 단계에서 질적 연구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

해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연구자가 분석하여 의미 개념을 묶

은 주제별 분류를 영어교육 전공 교수 2인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검토 결과, 

연구자가 분석한 코딩과 상당한 일치를 보였으며 극히 소수의 일치되지 않은 부

분은 상호논의를 통하여 의미 개념 분류를 재정립하였다.

VI. 연구결과 및 논의

4.1. 영어 저성취 대학생의 그릿 수준

먼저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그릿 수준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한 분류상 일반적인 그릿 수준은 ‘일반그릿(G-grit)’, 영어 학습 그릿은 ‘영어그

릿(E-grit)’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측정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나타나듯이,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 학습자들의 그릿 지수는 

그릿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G-grit 154 1.67 4.42 3.10 .509

E-grit 154 1.17 4.58 2.94 .664

<표 5> 영어 저성취 대학생의 그릿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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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rit 평균이 3.1, 그리고 E-grit 평균이 2.94로 나타났다. 상기의 그릿 수준은 

Duckworth(2016, p. 56)가 제시한 그릿 지수의 백분위수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의 수준인지 알 수 있다. 다음의 <표 6>는 Duckworth(2016)가 실시한 연구에서 

성인들의 그릿 점수와 백분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가령 그릿 점수가 4.1인 사

람은 조사 대상자 70% 이상보다 열정과 끈기가 더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

로 상위 30%에 해당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백분위수(Percentile) 그릿 점수(Grit Score)

10% 2.5

20% 3.0

30% 3.3

40% 3.5

50% 3.8

60% 3.9

70% 4.1

80% 4.3

90% 4.5

95% 4.7

99% 4.9

<표 6> 그릿 점수에 따른 백분위 분포* 

           * Duckworth(2016, p. 56)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그릿 수준은 Duckworth(2016)가 제시한 그릿 수

준에서는 하위 20%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를 저성취 대학생으

로 하였는데, 저성취의 개념이 평균 점수에 도달하지 못하고 하위 5-20%에 속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연구대상자들의 그릿 수준이 Duckworth(2016)가 실시한 

그릿 백분위 분포와 부합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연구대상자들의 일반그릿과 영어그릿의 점수대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영어 저성취 대학생의 그릿과 영어 학습 동기 탐색   251

<그림 1> 그릿 점수대에 따른 분포도

위 <그림 1>에서 보듯이,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영어그릿

(E-grit)이 일반그릿(G-grit)보다 낮게 나타나 연구대상자들이 일반적인 일을 수

행할 때 가지는 열정과 끈기에 비해 영어 학습을 수행할 때는 열정과 끈기가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들은 영어 학습보다 일반적인 일에서 조금 

더 흥미와 끈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그릿의 요소별 분석 결과

다음으로는 연구대상자들의 그릿 점수에 대한 요소별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한다. 요소별 그릿 점수는 다음 <표 7>과 같다. 

그릿 요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일반그릿

(G-grit)

열정(흥미유지) 154 1.00 4.50 2.83 .668

끈기(노력지속) 154 1.83 4.83 3.38 .609

영어그릿

(E-grit)

열정(흥미유지) 154 1.00 4.67 2.73 .746

끈기(노력지속) 154 1.33 5.00 3.14 .810

<표 7> 그릿의 요소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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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일반그릿(G-grit)과 영어그릿(E-grit) 모두 ‘끈기(노력지속)’ 요소

가 ‘열정(흥미유지)’ 요소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uckworth(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Duckworth(2016)는 대부분의 조사에서 

오랫동안 같은 목표에 집중하는 일이 열심히 노력하는 일보다 더 어렵다고 밝히

며, 따라서 열정과 끈기가 정확히 같은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는 본 연구대상인 영어 저성취 학습자들도 영어 학습에 대하여 흥미를 지속하는 

것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그릿을 구성하는 두 요소에 대하여 그릿 간의 세부적인 차이를 대응표

본 t-검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요소 그릿 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t p

열정

(흥미유지)

G-grit 154 2.83 .668
1.325 .187

E-grit 154 2.73 .746

끈기

(노력지속)

G-grit 154 3.38 .609
3.998* .000

E-grit 154 3.14 .810

<표 8> 그릿 요소 차이의 대응표본 t-검증 

(*p<.001)

위의 <표 8>에서 알 수 있듯이, 열정(흥미유지) 요소는 G-grit과 E-grit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끈기(노력지속) 요소는 두 그릿 간의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즉, 영어 저성취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일

을 수행할 때보다 영어 학습을 수행할 때 끈기를 덜 보이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다.

4.3 그릿과 영어 학습 동기 분석

다음은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이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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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 N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이상적동기 154 3.67 .836 -.252 -.522

필연적동기 154 3.41 .661 .078 .163

외적동기 154 3.94 .701 -.469 .795

내적동기 154 3.24 .855 .060 -.310

<표 9> 영어 학습 동기에 대한 기술통계

상기와 같이 연구대상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는 ‘외적동기(M=3.94)’가 가장 높

게 나타난 반면, ‘내적동기(M=3.24)’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동기 요인의 정

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와 첨도  통

계량이 절대값 2.3을 넘지 않는 경우 정규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다(Lei and 

Lomax, 2005). 상기의 학습 동기 요인의 분석 결과, 왜도는 절대값 0.060~0.469, 

첨도는 절대값  0.163~0.795의 범위를 보여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이어 그릿과 학습 동기 요인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0).  

G-grit E-grit 이상적동기 필연적동기 외적동기 내적동기

G-grit 1

E-grit .346** 1

이상적동기 .199* .461** 1

필연적동기 -.022 .000 -.028 1

외적동기 .112 .221** .350** .536** 1

내적동기 -.006 .471** .713** -.025 .259** 1

<표 10> 그릿과 학습 동기 요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p<.001, *p<.005)

그릿과 학습 동기 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G-grit은 이상적 동기 요

인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그리고 E-grit은 이상적동기, 외적동기, 내적동기와 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G-grit과 E-grit 모두 필연적동기와의 상관관계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영어그릿(E-grit)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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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아보기 위하여 E-grit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

석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요인 B 표준오차(SE) 베타(ß) t p

(상수) 1.353 .337 4.014 .000

이상적 동기 .178 .084 .225 2.213 .035

필연적 동기 -.033 .087 -.033 -.382 .703

외적 동기 0.81 .088 .086 .925 .356

내적 동기 .224 .078 .288 2.858 .005

R2=.258, Adj R2=.238, F-value=12.958, p=.000

<표 11> 영어그릿(E-grit)이 학습 동기에 미치는 영향

상기에서 보듯이, 이상적 동기(ß=.225, p<.05)와 내적 동기(ß=.288, p<.01)가 

영어그릿(E-grit)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적 동기에 

대해서는 윤진희와 김태영(2018)의 연구에서도 확인이 되었는데, 영어 수준이 낮

은 성취도 하 집단의 영어 학습 재동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릿 요인은 내

재적 동기였다. 이들의 연구는 영어 성취도 상, 중, 하 집단으로 나누어 수준별 성

취도에 따른 그릿이 영어 학습 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세 집단 모

두 내재적 동기가 영어 학습 재동기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밝혔

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들이 끈기를 가지고 영

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주요한 요인은 바로 내적 동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4 참여자 면담조사 분석

본 연구는 양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semi-structured)의 면담을 실시하여 질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면담 내

용은 학습자가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의 극복 방법과 

영어 학습에 기울인 노력과 성취 경험 등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들

에 관한 것이다. 질적 연구의 유목화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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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사전 단계와 인내와 끈기를 통해 영어 학습의 재동

기화가 진행되는 그릿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영어 학습의 탈동기에서 재동기

화가 촉진되는 그릿 함양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참여자 면

담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4.1 사전 단계: 어려움 직면과 극복 의지

참여자들이 영어 학습과 관련하여 경험한 인내와 끈기는 자신들이 직면한 어

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공통적으로 영

어 학습 동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영어 학습 

동기의 변화와 그와 관련한 영어 공부의 관심과 노력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경

험을 전달했다. 참여자 사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자 A>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영어가 6등급이 나온 거예요. 그때

는 고등학교에 갓 올라가서 영어도 어렵고 그냥 공부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다 고

2때, 이러다가는 4년제 대학은커녕 전문대도 못 가겠구나 싶어서 진짜 정신 차렸

죠. 고2 여름방학부터 EBS 수능 교재에 나오는 단어도 부지런히 외우고 제가 생각

해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참여자 B>

사실 저는 영어회화를 잘 못해서 외국인을 만나면 겁부터 나거든요. 근데 제가 교

환학생에 관심이 생겨서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요, 그러려

면 토플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토플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데 토플은 수능영어보다 몇 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수능영어는 말하기는 없잖아

요. 그래도 토플공부하면서 말하기, 쓰기까지 공부하니까 이제야 진짜 영어다운 영

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C>

저는 오래전 여상을 졸업해서 스무 살부터 직장생활을 했는데요, 예전부터 대학은 

꼭 가고 싶어서 수능을 쳐서 마흔 넘어 대학에 입학했어요. 사실 수능을 준비할 때

도 영어가 제일 힘들었어요. 대학에 오니까 자식 같고 조카 같은 애들하고 영어 공

부하는데 저는 실력이 바닥이라 정말 너무 창피했죠.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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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해서 들어온 대학인데 물러나면 안 되죠. 전공서적도 영어고, 또 장학금 신청을 

하려고 해도 토익 점수가 필요하니까 영어는 진짜 공부해야겠더라고요. 

<참여자 D>

저는 기계공고를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인문계가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요. 사

실 이런 것 말하기 좀 그런데 특성화고 애들이 아무래도 인문계보다는 영어를 못

하는 애들이 좀 많잖아요. 특성화고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왔는데 영어 때문에 제일 

골치 아파요. 확실히 영어는 인문계 나온 애랑 제일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특히 우

리 전공은 거의 다 원서를 쓰거든요. 대학 1학년 때는 어영부영 보내다가 군대 갔

다 와서 정신 차리고 요즘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전공으로 계속 

나가려면 영어는 꼭 해야 하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하긴 할 거예요.

상기의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점은 영어 학습에 대한 각자의 어려움과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이다. 참여자 A의 경우 고교 시절 저조

한 성적과 학습의 어려움 등이 학습의욕을 상실하게 한 탈동기 요인이었지만, 대

학 입시라는 외적 요인이 학습 동기로 작용한 사례이다. 참여자 B는 영어 말하기

와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은 토플 공부를 하면서 이를 극

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참여자 C와 D의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

지 않은 배경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명애(2019a)의 연구에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교육을 받아온 일반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하여 특성화고 졸업생이 대학의 영어 학습에서 겪는 어려움은 현실

적으로 매우 크다고 밝혔듯이, 참여자 C와 D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지

만 참여자 C는 늦은 나이에 대학을 진학하여 겪는 어려움에도 이를 극복하겠다

는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참여자 D도 전공분야에서 영어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이전의 학습 경험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처럼 참여자들 각자가 경험한 어려움은 탈동기 요인이었으나 영어의 중요성

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학습자의 재동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예시를 

면담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4.4.2 그릿 단계: 인내와 끈기 발현

앞서 나타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보인 극복 의지는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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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그릿과 연결되어 영어 학습의 재동기화를 촉진시켰다. 참

여자들이 보인 재동기화 요인으로는 외적 도구인식과 능력성장에 대한 믿음, 성

취감 경험 등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면담조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살

펴보자.

<참여자 A>

고2 때부터 4년제 대학은 꼭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EBS 수능영어 

단어도 부지런히 외우고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2학년 말에 영어등급이 4등급에서 

3등급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고1때 모의고사 영어 6등급에서 고2때 3등급이 되니

까 진짜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고3때에도 영어공부는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마지막 수능에서 제가 영어 2등급을 받았는데요, 진짜 기분이 좋았죠.  

<참여자 B>

요즘 토플 준비하면서 영어로 말하기랑 쓰기까지 공부해야 하니까 진짜 수능영어

랑 비교도 안 되게 어렵기는 해요. 수능은 말하기랑 쓰기는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교환학생을 꼭 가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예요. 

<참여자 C>

대학 와서 토익을 처음 봤는데 그때에는 거의 다 찍었어요. 이를 악물고 교내 토익

강좌부터 방학 때 동계, 하계집중 영어캠프에 다 참여했어요. 기를 쓰고 단어를 외

웠죠.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처음 본 토익이 195점이었는데요, 기를 쓰고 

붙들고 하니까 곧 200점대가 되더니 좀 있다가 300점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 

400점을 받았어요. 물론 영어 잘 하는 사람이 보면 400점도 우습겠지만 제게는 엄

청난 변화예요. 처음에는 진짜 다 찍었는데 요즘은 문제가 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참여자 D>

제가 영어기초가 약해서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 기초영문법 신청해서 공

부하고 있는데요, 다른 애들은 다 아는 걸 저만 모르고 뒤쳐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지금처럼 계속 하다보면 졸업할 때 즈음에는 저도 영어를 좀 할 수 있지 않

겠어요? 자신감도 좀 생기겠죠? 그런 희망으로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상기의 면담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참여자들의 영어 학습의 재동기화는 

목표성취를 위한 열정과 관심(참여자 B), 성취감 경험(참여자 A, 참여자 C),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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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향상에 대한 믿음(참여자 D)이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참여자 C는 면담

조사 과정에서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붙들고”와 같은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참여자가 인내와 끈기로 영어 능력 향상과 성취감을 경험하

는 그릿 단계의 예시가 되었다.

4.4.3 그릿 함양: 탈동기에서 재동기화

면담조사를 통해 나타난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영어 학습 경험은, 개인적인 교

육 배경과 환경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으로 영어 학습의 탈동기를 경험하였으나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동기화를 보여준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하였다. 특히 

재동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내와 끈기, 열정과 노력과 같은 그릿 속성을 보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상위 학습자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자질이

지만 영어 학습의 재동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하위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영어 학습의 그릿을 함양

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된다면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재동

기화는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성공적인 학습자의 특성이 하위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는 어떠한 양

상으로 나타나며 하위 학습자들에게 발현되도록 하는 가능성이 무엇인가 하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학습심리 분야를 중심으로 중요성이 밝혀

지고 있는 그릿(grit)의 개념을 적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릿이 상

위 수준의 학습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점에서,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

생 학습자들의 그릿 수준은 어떠하며 학습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와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학습자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그릿

은 G-grit, 그리고 영어 학습을 위한 그릿은 E-grit으로 명명하여 두 그릿 간의 

차이와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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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그릿 수준은 Duckworth(2016)가 제시

한 그릿 수준 분포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G-grit: 3.10,  

E-grit: 2.94).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E-grit이 G-grit보다 낮게 나타나, 연구대

상자들이 일반적인 일을 수행할 때 가지는 열정과 끈기에 비해 영어 학습을 수행

할 때 열정과 끈기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그릿을 구성하는 두 요소인 ‘열정(흥미유지)’과 ‘끈기(노력지속)’ 가운데 

열정 요소는 G-grit과 E-grit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끈기 

요소는 G-grit이 더 높고 두 수준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는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들은 영어 학습보다 일반적인 일에서 조금 더 끈

기와 노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의 영어 학습 동기는 ‘외적 동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내적 동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릿과 학습 동기 요인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상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E-grit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특히 면담조사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영어 학습 경험은, 어려움

을 직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사전 단계와 영어 학습의 재동기화가 진행되는 그

릿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탈동기에서 재동기화가 촉진되는 그릿 함양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이 상위 학습자의 특성이지만 영어 학습의 재

동기화 과정에서는 하위 수준의 학습자들에게도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그릿 함양을 위한 제언

이 가능하다. 먼저 영어 성취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경우 기초학습을 통하여 작은 

단계부터 학업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는 성공경험의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 중요

하다. 심미연과 황명환(2019)은 영어 학습자들의 그릿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세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제시하였으며, 강은영(2019)은 학습

자들의 상, 중, 하 각 수준에서 가장 높은 탈동기 요인으로는 학습자 요인 가운데 

영어학습의 어려움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 학습

자들은 영어 어휘나 문법 등 기초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기초학업을 지원하여 학습의 성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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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릿 함양의 주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하위 수준 학습자가 영어 학습에서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성공경험이 

제공될 때 심미연과 황명환(2019)이 제시한 그릿 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다. 이러

한 성공경험을 통하여 학습자의 내적 동기는 강화되어 영어 학습의 재동기화가 

이뤄지고 영어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그릿이 함양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자들의 영어그릿(E-grit)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 동기 

요인으로 내적동기가 추출되었으며, 학습자 스스로 성취감을 경험할 때 재동기

화 과정을 거치며 그릿이 발현되는 것으로 면담조사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영어 학습자를 위한 그릿 기르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활동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Duckworth(2016)는 그릿 기르기(growing grit)

에 필요한 요소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는데, 분명한 관심사(interest), 의식

적인 연습(practice), 높은 목표의식(purpose), 낙관적인 희망(hope)을 들고 있

다. 이 같은 그릿 기르기의 요소는 그간 L2학습 동기 이론에서 논의되어온 학습

자의 내적 동기와 자기 신념의 측면에서 자기 효능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황

명환, 2017). 그러므로 영어 성취도가 낮은 대학생들의 그릿 기르기를 위한 첫 

단계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세부 

활동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그릿이라는 상위 수준의 학습자 특성을 영어 성취도가 낮

은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연구대상자의 그릿 수준을 하위 수

준 학습자들의 그릿 수준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생 

영어 학습자를 위하여 그릿 함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전략에 대한 지속

적인 후속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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