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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생의 문제행동 경감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부터 2014

년까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이원고정효과모델을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사회적인 교우 관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간접적인 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현황 및 실태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함께,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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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09년 12월 23일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기존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통합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

동은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

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이런 목적 하에 창의적 체험활동은 새로

운 것을 만들어 내는 능력인 ‘창의성’과 학습자의 직・간접적인 교육적 경험을 중시하는 ‘체험활

동’ 을 중시하고 ‘전인교육’ 실현을 중시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최근에는 ‘창의 인성 교육’,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등 체험활동을 강조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 진로 및 체험활동의 질을 제고하기 위

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특히 체험활동은 학교폭력을 경감 및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기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교육부, 2014). 2015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 58,882개 체험처를 설치하고 102,50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

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177개 교육지원청에 자유학기제･진로체험지원단을 마련하였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170시간 이상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 및 운영하도록 지원

하였다(교육부, 2015).

현 정부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를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 양성”으로 규정하

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가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에 있기에 개성 

및 소질 계발 뿐만 아니라, 인성 함양도 중시되어 왔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적 중 하나로 

학교폭력 예방을 강조한 사례는 인성 함양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요한 목적임을 잘 보여 준다

(교육부, 2014). 이는 정책 목표 중의 하나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통해 학생

들의 문제행동 경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행동 경감 효과를 분석하는데 깊

은 관심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의 효과가 어떤 경로 혹은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의 효과 분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논의의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제기

되는 바이다. 첫째, 예산 제약을 고려할 때,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다. 한정된 교육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자원 활용의 효과성은 지속적인 정책 당국의 관심 

대상이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한 노력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가 존재한다면, 정책이 의도한 정책 효

과가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 설계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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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 살펴,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함으로써, 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시

사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는 ‘배려와 나눔’을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 활동의 

근저에는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과 체험활동 관련 연구들이 교우관계를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논의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메커니즘을 교우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분석해 온 기존 연구들은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

였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정책 효과 분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오지 못하였다. 일부 연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으나(김사훈, 이광우, 2014; 이광우, 이미숙,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인식 조사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접근 방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도 충분한 관심을 갖지 못하

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학교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지만(유솔아, 2012), 실

제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의 문제 행동 경감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체험활동을 강조해 온 정책적 노력이 과연 실효성을 갖고 있는지 실

증적으로 분석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

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증가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경감시키는가?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이 반사회적 교우관계로 인한 문제 행동의 증가를 완화시키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창의적 체험활동 개관 

2009년 12월 23일 고시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의 글로벌 창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유연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창의적 체험활동을 도입하였다(교육과학기술

부, 2010b). 창의적 체험활동은 1차 교육과정 이래 지속적으로 교과 활동과 함께 교육과정의 양

대 축으로서 역할을 해 온 ‘특별활동’과 교육부고시 제1997-15호에 따라 7차 교육과정부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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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편제된 ‘재량활동’이 통합되어 교육과정에 도입되었다. 이런 변화는 두 활동 간의 

영역 및 내용이 중복되어 실질적인 차이를 구분 짓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조영남, 2014).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이외

의 활동으로서 교과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나눔과 배려를 할 

줄 아는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지향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p.3). 창의적 체험활동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능력인 ‘창의성’과 

학습자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체험활동’을 중시한다. 이런 특성은 창의적 체험활동

이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교 교육활동이라는 의의를 갖게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뿐만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교육활동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실제 창의적 체험활동은 다음의 같이 네 가지 영역들로 구분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첫

째,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활동을 중시하는 ‘자율활동’이다. 자율활동은 사제 동행 및 상담 활동 

등과 같은 적응 활동, 학생회 협의 활동 및 토론회 등의 자치 활동, 학예회,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과 같은 행사 활동, 학생 특색 활동, 학급 특색 활동, 학년 특색 활동 등과 같은 창의적 특색 

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자발적으로 집단 활동에 참여하여 협동하는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취미와 특기를 신장하는 ‘동아리활동’은 학술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실습 노작 활

동, 청소년 단체 활동 등과 같이 구분된다. 셋째,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배려의 활동을 

실천하는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등

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진로활동은 자기 계발 활동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자기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계획 활동, 진로 체험 활동 등으로 

구분된다.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다(교육과학

기술부, 2011). 가령, 창의적 체험활동에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 및 발달 단계, 학교 및 지

역 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이나 학년 별로 활동 내용을 선택적으로 집중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의 여건 및 필요 정도에 따라 교육과정에 고시

된 기준 시간(단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 

운영도 통합, 집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이렇듯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자율성을 중시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교 특징에 따라 세부적인 교육과정의 내

용과 시간 등이 달라질 수 있다(김훈호, 홍혜인, 최혜림, 2015). 이러한 학교 간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의 차이는 학생이 체험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차이로 이어져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변화(variation)를 만들어 낸다.



창의적 체험활동 정책의 학생 문제행동 경감 효과 분석  173

[그림 1] 창의적 체험활동의 구조

2. 창의적 체험활동과 문제 행동

창의적 체험활동의 핵심은 체험활동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0b). 선행 연구들은 체험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분석해 왔다(Eccles & Gootman, 2002; Larson, 2000). 청소년 

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활동가들에 의하면 건설적으로 조직된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의 사회

적, 신체적, 지적인 능력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의식을 함양하며, 사회 관계망을 

형성한다(Eccles et al. 2003).

체험활동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청소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첫째, 청소년들은 흥미가 있는 활동들을 체험활동으로 선택하고 참여하기 때문에 집

중력 강화와 자아 탐색의 기회를 얻게 된다(Eccles & Barber, 1999; Larson, 2000). 또한 이를 통

해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기 때문에 문제행동 일으킬 가능성이 줄어든다. 둘째, 체험활동은 우호

적인 교우관계 형성이라는 경로를 통해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다. 즉, 체험활동을 함께 하는 교

우들과 긍정적 교우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게 되는데(Eccles &

Barber, 1999; Mahoney et al., 2005), 이런 긍정적 교우관계의 형성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이

는 기제로 작용한다. 다시 말해, 체험활동은 친사회적인 교우관계를 맺도록 하며, 이런 친사회적

인 교우관계는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Mahoney, J. L., 2000).

건전한 자아형성과 같은 심리 및 정서적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 행동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연구도 의의가 있겠지만,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학교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교우관계와 같은 사회적 측면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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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체험활동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Csikszentmihaly, 1990; Cszikszentmihaly,

Rathunde, & Whalen, 1993). 첫째, 체험활동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일

반적으로 체험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활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활동 참여의 자발성이 보장된다. 이런 자발적인 참여는 대인관계능력을 제고하

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체험활동은 구조화된 활동이다. 체험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와 학생들은 구조화된 맥락 속에서 체험활동에 참여한다. 이런 구조화된 활동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체험활동은 도전적인 활동이다. 체험활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활동은 도전적인 과제이다. Mahoney J. L., et al(2003)에 의하면, 체

험활동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특징들인 자발성, 구조화, 도전성 등은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시키

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측면에서 체험활동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제고하

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인으로 볼 수 있다(Cairns & Cairns, 1994; Luthar & Burack,

2000; Masten & Coatsworth, 1998).

한편 일부 연구들은 친사회적 성향이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밝혀 왔

다(Carlo, Koller, Eisenberg, 1998; Ludwig, Pittman, 1999). 선행연구들은 친사회적 성향을 가진 

학생들은 친사회적 가치 판단 준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교제 과정에서 문제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고(Carlo, Koller, Eisenberg, 1998), 관찰 및 모방으로 동료의 친사회적 행동을 학습

하면서 문제행동은 감소한다(Carson, 2013). 이런 연구 결과들은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친사회적 

성향을 강화하며 문제행동의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능력

은 청소년의 발달, 사회적 자본 형성, 학업성취, 문제행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또래집단 

형성은 사회적 수용과 인기 등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에(Eder & Parker, 1987), 사회적 소외의 

감소(Kinney, 1993; Youniss, McLellan, Su,& Yates, 1999)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 선행연구들은 주로 체험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이다(강

형주, 신인순, 2015; 고관우, 남진열, 2011, 박현정 외, 2015). 고관우와 남진열(2011)은 청소년 체

험활동이 공동체의식 및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체험활동

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제고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생활에 

체험활동이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창의적 체험활동 중 하나인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참여만족 

및 교육적 효과를 분석한 김현우 외(2014)는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참여만족이 높을수록 교우

관계의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밝혔으며, 박완성와 김기수(2012)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

인 봉사활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청소년활동의 효과를 살

펴 본 김윤나와 박옥식(2009)은 비행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이 스트레스 및 비행과는 부적

인 관계를 갖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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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연구 결과는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래들과 좋은 교우관

계를 맺어 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이론적 설

명은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3. 관련 선행연구 분석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었다(김사훈, 이광우, 2014; 김소영, 라종민,

2015; 유솔아, 2012; 이광우, 이미숙, 2012, 조대훈, 이수미, 2012; 최석민, 2014; 허숙, 2015). 관련 

연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다른 과목과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학생들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는 문제점들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런 문

제점들에 근거하여 실효성을 갖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연계한 

체험활동의 강화, 보다 구체화된 목적 설정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선행 연구들은 주로 문헌연구와 설문지 조사 방식을 주로 활용해 왔다(김사훈, 이광우,

2014; 김소영, 라종민, 2015; 유솔아, 2012; 이광우, 이미숙, 2012, 조대훈, 이수미, 2012; 허숙,

2015). 김소영과 라종민의 연구(2015). 이광우와 이미숙의 연구(2012)는 설문지 조사를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 중인 교사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을 조사

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문헌 연구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가령 유솔아(2012)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우수한 학교들의 특징을 분석

하였고, 조대훈과 이수미(2012)는 창의적 체험활동 연구학교에 참여하는 학교들의 운영 보고서

를 바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설문조사 및 문헌연구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창의적 체

험활동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

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 분석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 분석에 깊이 있는 관심을 갖지 못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정부 및 시・
도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 분석에 대한 관심은 다

소 부족하였다. 일부 연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구성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조사하였으

나(김사훈, 이광우, 2014; 이광우, 이미숙, 2012),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적절히 분석한 연구

로 보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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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노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였다. 일부 우수학교에 대한 운영 실태를 분석한 연구도 있었

지만(유솔아, 2012), 실증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진작시키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설명하지 못하였다.

<표 1> 주요 선행연구 분석

구분 연구내용 주요결과

이광우, 

이미숙  

(2012)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에 대

한 초등학교 관계자의 인식 조사

-학교 특성 고려한 활동 목표

-학년군 특성 고려한 영역 설정

-활동평가 객관성 확보

유솔아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우수학교의 운영 

실태 분석

-운영의 편의를 우선적 고려

-과학, 사회, 예체능 중심 연계활동

-특정활동 및 영역에 집중 운영

조대훈, 

이수미 

(201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

태 분석

-비교과적 재량활동으로 인식

-교과와의 연계 부족

-학년별 운영 및 전일제 운영

김사훈, 

이광우 

(2014)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특성 

분석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근

거 편성 활용

-1학년 창・체가 가장 활성화 

최석민 

(2014)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창체 목적의 구체화, 집단적 체험, 체험의 

실질성, 운영의 효율성 강조

김소영, 

라종민 

(2015)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효과 인식 

분석

-창의적 체험활동 효과 제고를 위한 

학교 특성 

-학생의 부정적 인식

-교사 참여수준, 지역사회 네트워킹 중요 

허숙 

(2015)

-창의적 체험활동의 실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시사점 제안

-창의 및 인성 강화

-학교・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 보장

-창체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체제 구축

Ⅲ. 분석방법

1.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NYPI)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를 활용하였다.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초등학생 1학년, 4학년, 중학생 1학년을 조사대상으로 학령기 전반에 관

한 포괄적인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추적·조사한 단기종단 패널

조사이다. 조사 표본은 2009년 교육부 학교통계를 표집 틀로 하여 층화다단계집락표집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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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활용의 의의가 있다. 첫째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동일 학생을 반복 관찰하여 관찰하기 어려운 학생의 이질적인 특성을 통제할 수 있

는 패널데이터이다. 둘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확보가 용이한 데이

터이다. 가령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표본 이탈이 상대적으로 적어 단일(동일) 표본 설계 방

식을 채택하고, 데이터 가중치(weight) 설정을 통해 표본 이탈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를 보정하

고 있어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셋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주요 관심 변

수인 체험활동 및 문제행동과 관련하여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가령, 한국아동청

소년패널조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인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자율활동, 진로활동 등

에 대한 참여 여부, 참여 시간, 참여 만족도에 관한 변수들을 제공하며, 문제행동에 관한 문항 

역시 14개 하위 영역의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4개년 자료를 분

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들에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학업

중단 학생 등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아울러 4개년에 걸쳐 모두 응답에 참여한 학생들만을 대

상으로 균형패널(balanced panel)을 구축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 분석에 활용한 관찰치 수는 

6,248개였다.

2. 변수 선정

본 연구에서는 활용한 주요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학생의 문제행

동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제공하는 학생의 문제행동은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

석, 가출, 다른 사람 놀리기, 다른 사람 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등 14개

문항을 제공한다1) 본 연구에서는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여 문제

행동에 관한 변인들을 7개로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 놀리기, 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다른 사람 협박하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뺏기, 다른 사람 돈이나 물건 

훔치기 등 7개 문항에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를 ‘1’로 코딩하고 합산한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

하였다. 이런 문항들은 학생이기에 해서는 안 되는 일종의 ‘지위비행’을 제외한 문항들로 볼 수 

있다. 즉, 가해와 피해 정도가 경미하여 경비행으로 간주되는 지위비행이 아닌, 패싸움, 협박, 삥

뜯기, 훔치기 등과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 소지가 큰 중비행 행위들에 해당한다(이완희, 유완석,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행관련 문항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문

항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노출을 꺼릴 수도 있다는 설문의 신뢰성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결과를 해석해야한

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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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

둘째, 관심 변수인 창의적 체험활동 변수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에 

참여한 연간 시간을 합산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동아리활동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연간 시

간을, 봉사활동은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에 참여한 연간 시간을, 진로활동은 체험활동 중 직업체

험 활동에 참여한 연간 시간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자율활동은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해설」과 「서울대학교 부설고등학교 학교교육계획」 등을 참고하여 건강/보건 활동,

과학/정보 활동, 교류 활동, 모험/개척 활동, 문화/예술 활동, 환경보존 활동, 자기(인성) 개발 

등에 참여한 시간을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시간은 학교가 일괄

적으로 기입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체험활동을 한 시간을 중심으로 입력된 값이라는 점

에서 교육부의 지침 및 교육과정 상의 규정시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시행되는 학교 현장의 운영 현황 및 실제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학생

의 응답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활용하였다.

셋째, 한 개인의 반사회적 교우관계를 나타내는 변수로 ‘비행 친구 수’를 활용하였다. 한국아

동청소년패널에서 제공하는 비행경험 친구의 문항에서는 담배 피우기, 술 마시기, 무단결석, 가

출, 다른 사람 놀리기, 다른 사람 왕따시키기, 패싸움, 다른 사람 심하게 때리기 등 14가지 유형

의 비행 경험이 있는 친구 수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행 친구 수’를 변수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비행행동 경험 친구수의 14가지 문항에서 3차부터 조사하기 시작한 

‘돈을 걸고 도박게임하기’를 제외한 13가지 문항의 총합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청소년 비행의 

유형별 관련 요인을 살펴본 남재봉(2011)의 연구는 지위비행과 중비행 등 전체적인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 수가 한 학생의 지위비행을 제외한 중비행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

다. 즉, 중비행 행위를 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지위비행 행위를 하는 친구들 모두 한 학생의 

중 비행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교우관계

를 대리하는 비행친구 수를 구성할 때, 지위비행 행위와 중비행 행위에 해당하는 친구 수를 모두 

합산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 특성, 가정 특성, 학교 특성 

등을 통제하였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의 조사내용은 크게 개인발달, 발달환경 등으로 나

누어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의 경우에는 개인발달 영역에서 조사된 변수들을, 가정 특

성과 학교 특성은 발달환경 영역에서 조사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 이 때, 체험활동 및 문제행동

2) 비행은 심각성에 따라 다양한 수준으로 나뉠 수 있는데 비행과 관련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경우,
각 비행의 심각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Raudenbush et al., 2003, 박현수, 김준호,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박현수, 김준호, 2008, 서미정, 2009)에 근거하여 심각성이 높고 피해

자가 있는 행위인 중비행을 중심으로 종속변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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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통제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문제 행동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

구들은 성별, 학생의 외모, 학업성취수준, 가족 구성, 사회적 유대 등의 개인 특성 관련 요인들이 

문제행동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Eccles, & Barber, 1999; Gore, Farrell, &

Gorden, 2001; Mahoney, 2000; Hirschi, 1969). 이에 본 연구는 외모의 대리변수로 학생의 키3)를,

학업성취 수준의 대리변수로 학생이 주관적으로 생각한 학업성취도를 포함하였으며, 가족 구성

의 변수로는 양부모 유무와 형제 및 자매의 존재 유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특히 결손 가정의 

여부가 학생의 비행 행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Weeks & Smith,

1939; Monahan, T. P.,1956; Carlson & Corcoran, 2001; 기광도, 2009), 양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지 여부를 변수로 구성하고 이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족 구성과 관련하여 자녀

의 수, 출생순위, 형제자매의 특성 등 형제자매의 특성이 문제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

힌 선행연구(Breckinridge & Abott, 1912; Fischer, 1984; Nye, 1958; Shrader & Levethal, 1968)들

을 바탕으로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를 통제하였다. 사회적 유대와 관련해서, Hirschi(1969)는 사

회통제이론(social control theory)을 제시하면서 비행 동기 및 우발적인 범죄의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가정, 학교, 친구와의 사회적 유대가 비행 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문항 가운데 친구들과의 사회적 

유대를 나타내는 문항을 활용하여 사회적 유대 변수를 구성하였다. 해당 변수는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지, 친구들이 모둠활동에서 말을 잘 들어주는지 등에 대한 인식을 4점 리커트 척도로 

물은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평균값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특성과 관련

하여 방과후 학교 참여 여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방과후 학교 참여 그 자체는 범죄 행동의 경

감 및 비행 행위의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Afterschool Alliance, 2004). 일반적으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참여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을 대변해 주는 변수로 학교 

교육 여건을 보여주는 대리변수로 주로 활용되어 왔으나(이호준, 양민석, 이현국, 정동욱, 2014),

본 연구에서 활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에서는 방과후 학교 참여와 관련해서 참여여부

에 대한 개인수준의 변수만 제공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방과후참여가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개인특성 변수로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학생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 특성과 관련하여 부모 교육수준, 가

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등을 통제하고자 하였다(Eccles, & Barber, 1999;

Mahoney, 2000). 부모 교육 수준을 보여주는 대리변수로 부친의 학력을 실제 교육연한으로 환

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 자연로그를 취한 가구의 

3) 청소년기에는 신체적인 성장을 통해 신체특성이 급변하는 시기로, 이는 또래관계 및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비행과 관련해서는 신체적인 성숙도 및 외모 관련 자아개념이 주요한 요소로 

고려되어 왔다(김빛나, 임성문, 2003; 박순길 외, 2003; 채혜정, 박경희, 2000; Ishikawa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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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소득을 활용하였다. 부모 양육방식을 측정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학생 인식

을 4점 리커트 척도로 물은 문항을 활용하였다. 여기서 방임형 양육 방식과 관련하여 학생이 부

모로부터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학생이 느끼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을 활용하였고, 학대형 

양육 방식과 관련해서는 정도 이상으로 가혹한 양육방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 학생의 인식

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학교 특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학교규칙 준수 정도, 남녀공학 여부,

학교소재지 등을 활용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의 대리변수로 학교규칙 준수 정도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에서 제공하는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 문항인 학교규칙에 대한 

5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반에서 맡은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화장실이나 급식실에서 차례를 

잘 지키는지 등에 대해 응답한 문항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한편, 지역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여건

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및 문제행동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교 소재지 변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7개 시도에 따라 학교 소재지 더미변수를 만들고, 이

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변화와 문제행동 변화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원고정효과모델(Two-way 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하였다. 다음의 식은 패널데이터의 구조

를 고려하지 않고 합동최소자승회귀모형(Pooled Ordinary Least Square regression)을 활용하여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정도가 문제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식이다.

(1)       

여기서  는 연도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문제행동을, 는 연도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시간을,  는 연도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의 개인적 특성을, 는 연도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 특성을, 는 연도

에 학생가 재학 중인 학교 의 특징을,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여기서 는 본 연구의 관심 

계수(coefficient)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여기서   일 경

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참여가 문제행동을 더욱 유발하는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하며,   일 

경우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로 인해서 문제행동이 경감하는 효과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합동최소자승회귀모형으로 추정된 가 일치추정치

(consistent estimates)이 될 수 있지만, 은 관심 변수인 학생의 체험활동과 학생의 문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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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혼재된 오차항일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학생의 성격이 

내향적으로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참여 빈도도 낮으며,

동시에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높다. 반면, 학생의 성격이 극도로 외향적일 경우 체험활동

의 참여와 문제행동을 일으킬 가능성 모두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관찰하기 어려운 학생

의 이질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치추정치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서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학생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식(2)와 같은 고정효

과모델(Fixed Effect Model)4)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학생의 이질적 특성을, 는 확률오차항을 의미한다.

(2)     

뿐만 아니라, 연도마다 추진되는 국가 정책들은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및 학생 문제 

행동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2014년은 이전 연도와 달리,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정부 정책이 추진된 해이다. 이럴 경우 2014년에는 다른 연도 대비, 문제 행동의 발생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2014년 문제 행동의 빈도가 감소한 현상이 체험활동으로 

인한 효과인지 다른 국가 정책으로 인한 효과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이질적 특성

도 명확하게 통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식(3)과 같은 이원고정효과모델(Fixed

Effect Model)을 활용한다.

(3)     

여기서 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학생의 이질적 특성을, 는 특정 시점의 이질적 특성

을, 는 확률오차항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원고정효과모형(Two-way Fixed Effect Model)은 

학생 개인의 고정효과 뿐만 아니라 특정 시점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인 특성까지도 함께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활용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반사회적 교우관계로 인한 문제 행동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수식 (2)에 창의

적 체험활동 변수와 반사회적 교우관계 변수를 활용하여 만든 상호작용항을 포함하였다. 상호작

용항의 회귀계수가 음의 부호(-)를 보일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 문제행동 경감에 미치는 

4) 분석결과를 제시할 때는 이원고정효과 모델을 활용한 분석과 구분하기 위하여 일원고정효과로 표시하였다.



182  아시아교육연구 17권 1호

반사회적 교우관계의 효과를 줄이도록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분석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한 종속변수인 문제행동의 연간 변화를 살펴보면 0.07회에서 0.02회로 발생 횟수가 감소하

였다. 즉, 본 연구 대상이 2011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학교 2학년에

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반해 창의적 체험활동의 참여 시간은 2011년 연간 22시간에서 2014년에는 44시간으로 약 

22시간 정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 다른 관심 변수인 반사회적 교우관계는 2011년 3.87에

서 2012년 2.85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부터는 다시 증가하여 2014년에는 6.79로 

2011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비행 0.07 0.33 0.03 0.24 0.02 0.16 0.02 0.18

창의적체험활동 2.25 3.32 2.29 3.57 3.93 4.57 4.42 4.88

  자율활동 0.63 1.36 0.49 1.15 0.91 1.82 0.76 1.58

  동아리활동 0.98 2.54 1.09 3.01 2.25 3.29 2.75 3.74

  봉사활동 0.56 0.91 0.62 0.86 0.52 1.01 0.68 1.28

  진로활동 0.09 0.28 0.12 0.31 0.24 0.57 0.24 0.56

반사회적교우관계 3.87 13.53 2.85 9.97 5.95 13.30 6.79 13.53

개

인

성별 0.51 0.50 0.51 0.50 0.51 0.50 0.51 0.50

키 163.50 7.62 165.98 7.90 167.14 8.33 167.74 8.54

주관적성취 3.17 1.07 3.13 1.07 3.32 0.99 3.27 1.04

양부모여부 0.96 0.20 0.96 0.20 0.96 0.20 0.96 0.19

형제유무 0.93 0.25 0.93 0.25 0.94 0.24 0.94 0.24

사회적유대 3.03 0.41 3.08 0.39 3.12 0.37 3.16 0.36

방과후참여 0.83 0.38 0.79 0.41 0.64 0.48 0.63 0.48

가

정

부학력 13.94 2.19 13.95 2.21 13.96 2.21 13.97 2.21

로그소득 8.35 0.48 8.38 0.50 8.39 0.49 8.40 0.49

방임 1.85 0.56 1.83 0.55 1.91 0.48 1.80 0.49

학대 1.82 0.71 1.82 0.71 1.65 0.60 1.59 0.56

학

교

학교규칙 2.80 0.55 2.87 0.53 2.94 0.48 3.00 0.46

남녀공학 0.78 0.41 0.78 0.41 0.51 0.50 0.51 0.50

<표 2>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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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통제변수들 중 특정한 변화를 보이는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특

성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성취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2011년에서 2014년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가정 특성 배경과 관련해서는 양부모 여부, 로그소득, 부학력 등에 있

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 중 학대 정도는 2011년 1.82에서 2014년 1.59

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2011년 83%에서 2014년 63%로 20%p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 연도별 체험활동 및 비행 행위 변화 

2011년에서 2014년도까지 연도별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균 참여 시간과 학생의 평균 문제행동

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은 아래와 같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의 평균 참여시간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3년에 급격히 참여빈도가 늘어났고, 2014년에도 상당한 증가

세를 보였다. 반면, 연도별 비행 행위 빈도를 그래프로 살펴본 결과,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급

격하게 감소한 학생 비행 행위는 2013년부터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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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체험활동 및 비행 변화

이런 변화 양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분석 대상인 학생들의 학년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1년에 분석 대상 학생들이 중학교 2학년이었다는 사실

을 고려해 볼 때, 중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참여 빈도는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

던 반면, 문제행동의 경우 오히려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서 그 발생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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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이런 변화 양상은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와 비행 행위 간에는 부적 상관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그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

동 참여와 학생의 비행 행위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그런 부적 상관이 존재하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의 비행행위와 창의적 체험

활동 간의 변화 시점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비행행위는 중학교 2학년(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참여 빈도는 고등학교 1학년

(2013년)부터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변화 양상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문제행동

을 줄이는 효과가 미비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이 비행 행위에 미치는 영향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첫 

번째 열은 OLS로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를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과 문제 행동 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한 모델(2번째 열), 특정 시점의 이질

적인 특성까지 통제한 이원고정효과 모델(3번째 열)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의 문제 행동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사회적교우관계를 

포함한 OLS분석(4번째 열), 개인의 이질적 특성을 고려한 고정효과모델(5번째 열), 특정 시험의 

특성을 통제한 이원고정효과모델(6번째 열)의 분석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반사회적 교우관계를 포함한 결과에서 일관되게 반사회적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학생

이 상대적으로 많은 문제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반사회적 교우관계 

간의 상호작용항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을 때(7번째 열), 반사회적인 교우관계가 학생의 문제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창의적 체험활동과 반사회적 교우관계 간 상호

작용항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의적 체험활

동이 문제 행동에 대한 반사회적 교우관계의 정적인 영향력을 줄이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회귀계수가 작게 나타나 미미한 효과인 것으로 보였지만 효과크기5)가 0.42

로 나타나 일정한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본 연구에서는 Hanushek & Jackson(2013)이 다변량분석의 효과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효과크기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귀계수의 값을 종속변수의 표준편차 값으로 나누어 효과크기를 추정하는 이 방법은

비실험설계연구에서 효과크기를 구하는 대안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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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창의적 체험활동이 비행 행위에 미치는 영향

구분
Pooled

OLS

일원고정

효과

이원고정

효과

Pooled

OLS

일원고정

효과

이원고정

효과
상호작용항

창의적 

체험활동

0.002*

(0.001)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

(0.001)

0.003**

(0.001)

반사회적 

교우관계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상호작용항
-0.000*

(0.000)

성별
0.017*

(0.008)
- -

0.005

(0.008)
- - -

키
0.001

(0.000)

-0.004***

(0.001)

-0.000

(0.001)

0.000

(0.000)

-0.005***

(0.001)

-0.001

(0.001)

-0.001

(0.001)

주관적성취
-0.013***

(0.003)

-0.009**

(0.003)

-0.009**

(0.003)

-0.011***

(0.003)

-0.009**

(0.003)

-0.008*

(0.003)

-0.008*

(0.003)

양부모여부
-0.029

(0.015)

-0.023

(0.041)

-0.021

(0.041)

-0.028

(0.015)

-0.028

(0.041)

-0.025

(0.041)

-0.026

(0.041)

형제유무
0.016

(0.011)

0.166**

(0.054)

0.164**

(0.053)

0.011

(0.011)

0.181***

(0.053)

0.180***

(0.053)

0.182***

(0.053)

사회적유대
0.012

(0.009)

0.012

(0.011)

0.012

(0.011)

0.006

(0.008)

0.010

(0.011)

0.012

(0.011)

0.012

(0.011)

부학력
-0.002

(0.001)

0.014

(0.007)

0.015*

(0.007)

-0.001

(0.001)

0.013

(0.007)

0.014

(0.007)

0.014

(0.007)

로그소득
0.018**

(0.006)

-0.002

(0.016)

0.004

(0.016)

0.017**

(0.006)

-0.005

(0.016)

0.001

(0.016)

0.001

(0.016)

방임
-0.005

(0.006)

-0.002

(0.008)

0.001

(0.008)

-0.004

(0.006)

-0.001

(0.007)

0.002

(0.007)

0.002

(0.007)

학대
0.014**

(0.004)

0.010

(0.006)

0.007

(0.006)

0.013**

(0.004)

0.011

(0.006)

0.008

(0.006)

0.008

(0.006)

학교규칙
-0.037***

(0.006)

-0.029***

(0.008)

-0.026**

(0.008)

-0.027***

(0.006)

-0.026**

(0.008)

-0.022**

(0.008)

-0.022**

(0.008)

남녀공학
0.002

(0.006)

0.013

(0.008)

0.004

(0.009)

0.002

(0.006)

0.014

(0.008)

0.001

(0.009)

0.001

(0.009)

방과후참여
-0.002

(0.007)

0.004

(0.009)

-0.002

(0.009)

-0.000

(0.007)

0.005

(0.008)

-0.002

(0.009)

-0.002

(0.009)

상수항
-0.117

(0.094)

0.443

(0.362)

-0.163

(0.382)

-0.069

(0.093)

0.472

(0.573)

-0.208

(0.585)

-0.205

(0.584)

개인고정효과 No Yes Yes No Yes Yes Yes

연도고정효과 No No Yes No No Yes Yes

N 6248 6248 6248 6248 6248 6248 6248

주: ( ) 값은 표준오차 값임. 모든 모델의 종속변수는 비행행위의 빈도이며, 모든 분석에서 학교 소재지를 통제하였음. 

범주: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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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영역별 교우관계의 조절효과 분석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가지 하위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연도별 

변화 추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먼저 자율활동의 참여 빈도는 2011년에서 2012까지 감

소하다가 2013년으로 갈수록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3년에서 2014년에 다

시 미세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활동 참여 빈도가 높지 않았

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난 후에는 학생의 자율활동 참여 빈도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으로 동아리활동의 참여빈도는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2년

에서 2013년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후 2014년까지도 꾸준하게 증가하였

다. 이는 중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참여가 많지 않았던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그 참여 정도가 급

격히 활발해지며, 특히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수록 동아리 활동 참여 빈도는 지속적

으로 높아지는 변화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봉사활동의 경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에 이르러 참여 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이후에는 그 참여빈도가 급

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양상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 중학교에서 봉사활동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다가 고등학교 진학한 이후에는 급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고등

학교 2학년에는 봉사활동 참여 빈도가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진로활동

의 변화 추세는 동아리 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 진로활동의 참여 빈도는 2012년까지 소

폭 증가하다가 2013년에 이르러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는 아주 

미세하게 감소하였지만, 전체적인 참여 빈도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런 변화

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학년이 올라갈 때 진로활동 참여 빈도가 소폭 증가하다가 고등

학교 진학 이후 진로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빈도가 급격히 늘어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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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연도별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영역 변화

[그림 3]에서 본 것과 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별 연도 간 변화 추세는 각기 상이하

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각 하위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과 같은 활동이 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

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유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동아리활동의 경우 반

사회적 교우관계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줄이는 효과(효과크기: 0.23)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봉사활동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반사회적 교우관계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정적

인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것(효과크기: 0.24)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효과 모두 효과크기

가 크지 않아 실제 학생 문제 행동 경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살펴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적교우관계가 비행행위를 유발한다는 것은 

네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을 때에도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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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별 교우관계의 조절효과 분석

구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해당활동
0.004

(0.002)

0.005

(0.003)

0.001

(0.001)

0.003*

(0.001)

0.004

(0.003)

-0.001

(0.003)

0.013

(0.007)

0.014

(0.008)

반사회적 

교우관계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0.002***

(0.000)

0.003***

(0.000)

0.003***

(0.000)

상호작용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개인고정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고정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 6428 6248 6248 6248 6210 6210 6223 6223

주: ( ) 값은 표준오차 값임. 모든 모델의 종속변수는 비행행위의 빈도이며, 모든 분석에서 학교 소재지를 통제하였

으며, 주요 통제변수는 <표 3>과 동일함.

범주: *p<.05, **p<.01, ***p<.001

5. 민감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결측치 대체 후 분석결과가 강건한지 살펴보았으며,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분석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종속변수인 문제행동

이 카운트 변수(count data)이며, 특히, 종속변수 가운데 비행 경험이 없는 학생의 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화선형모형 가운데 횡단면 영과잉포아송 모형(Zero-inflated Poisson, ZIP)을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의 문제행동 경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 결측치 대체 후 분석 결과 비교

균형 패널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측치를 대체한 이후에 동일한 분석을 하였을 때도 

분석 결과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열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은 학생의 문제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사회적 교우관계도 일관적으

로 비행행위에 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반사회적 교우관계 간의 상호작용항

을 분석모형에 포함하였을 때, 창의적 체험활동과 반사회적 교우관계 간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창

의적 체험활동이 문제 행동에 대한 반사회적 교우관계의 정적인 영향력을 줄이는 간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각각 나누어서 분석하였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동아리활동의 경우 

반사회적 교우관계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정적 효과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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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의 경우 이와는 반대로, 반사회적 교우관계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을 오히

려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창의적 체험활동이 비행 행위에 미치는 영향(대체 이후)

구분
Pooled 

OLS

일원고정

효과

이원고정

효과

Pooled 

OLS
고정효과

이원고정

효과
상호작용항

창의적 

체험활동

0.001*

(0.001)

0.001

(0.001)

0.00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2

(0.001)

0.003**

(0.001)

반사회적 

교우관계

0.004***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상호작용항
-0.000*

(0.000)

개인고정 No Yes Yes No Yes Yes Yes

연도고정 No No Yes No No Yes Yes

N 7116 7116 7116 7116 7116 7116 7116

주: ( ) 값은 표준오차 값임. 모든 모델의 종속변수는 비행행위의 빈도이며, 모든 분석에서 학교 소재지를 통제하였

으며, 주요 통제변수는 <표 3>과 동일함.

범주: *p<.05, **p<.01, ***p<.001

<표 6>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 영역별 교우관계의 조절효과 분석(대체 이후)

구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해당활동
0.003

(0.002)

0.004

(0.003)

0.001

(0.001)

0.003*

(0.001)

0.003

(0.003)

-0.001

(0.003)

0.011

(0.007)

0.015

(0.008)

반사회적

교우관계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0.003***

(0.000)

0.002***

(0.000)

0.003***

(0.000)

0.003***

(0.000)

상호작용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0

(0.000)

개인고정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고정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N 7116 7116 7116 7116 7116 7116 7116 7116

주: ( ) 값은 표준오차 값임. 모든 모델의 종속변수는 비행행위의 빈도이며, 모든 분석에서 학교 소재지를 통제하였

으며, 주요 통제변수는 <표 3>과 동일함.

범주: *p<.05, **p<.01, ***p<.001

2)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일반 고등학교, 자율형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학교유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방식

이 다르기 때문에 고등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 고등학교와 그 외의 

자율형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가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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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의 바탕이 되는 학교 교육여건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창의

적 체험활동의 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선행연구(이가영 외, 2012; 김사훈, 이광우, 2014)에서도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창의적 체험 활동의 특성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계 고등학

교에 재학하는 학생과 그 외 자율형 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성화고 등에 재학 중인 학

생들을 각각 구분하고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모형은 이원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항의 유무에 따라 모델1과 모델2를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일반계 고등학교의 모델 1에서 볼 수 있듯이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의 문제행위

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반사회적 교우관계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항을 추가로 포함한 모델 2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과 반사회적 교우관계 사이의 상호작용이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반사회적 교우관

계 간 정적인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7>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향에 대한 교우관계의 학교유형별 조절효과 분석

구분
일반고 자율, 특수목적,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 특수목적, 특성화고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해당활동
0.002

(0.001)

0.000

(0.001)

0.003

(0.002)

0.002

(0.002)

0.002

(0.001)

0.001

(0.001)

0.003

(0.002)

0.002

(0.002)

반사회적

교우관계

0.002***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2***

(0.000)

0.001

(0.001)

0.000

(0.000)

-0.000

(0.001)

상호작용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개인고정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연도고정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결측치대체 No No No No Yes Yes Yes Yes

N 2038 2038 1082 1082 2323 2323 1229 1229

주: ( ) 값은 표준오차 값임. 모든 모델의 종속변수는 비행행위의 빈도이며, 모든 분석에서 학교 소재지를 통제하였

으며, 주요 통제변수는 <표 3>과 동일함.

범주: *p<.05, **p<.01, ***p<.001

3) 일반화선형모형 분석6)

종속변수인 비행이 계수자료(count data)로 파악될 수 있기에, 계수형 종속변수에 적용할 수 

6) 본 연구의 주 분석이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반면, 영과잉포아송 모형을 활용한 분석은 횡단면데이터를 활용

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현재까지 학계에서 패널 영과잉포아송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모듈 개발이 이

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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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일반화선형모형(generalized linear model)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종속변수 가운데 비

행 경험이 없는 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빈도자료를 분석함에 있어 청소년 비행, 범죄 

및 질병의 발생횟수와 같이 발생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일 때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다(김준엽, 신

혜숙,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선형모형 가운데 과도한 0의 빈도를 모형에 반영하기 

위해 영과잉포아송 모형(Zero-inflated Poisson, ZIP)을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및 하위영역

인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이 비행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는 <표 3>에서 투입했던 변수를 모두 활용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파악

되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반사회적 교우관계는 일관되게 학생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

으로 나타났다.

<표 8> 창의적 체험활동이 비행 행위에 미치는 영향(영과잉 포아송모형)

구분
영과잉 포아송모형 

모델1 모델2

창의적체험활동
0.020

(0.013)

0.041

(0.022)

반사회적 교우관계
0.006*

(0.002)

0.007**

(0.003)

상호작용항
-0.001

(0.001)

N 6248.00 6248.00

Ⅴ. 결 론

본 연구는 학생 문제행동 경감 측면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

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1에서 2014년까지 

총 4년 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1학년 코호트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의 문제행동 감소 효과를 분석하였다. 학생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관찰하기 어려운 개인의 

이질적인 특성과 특정 연도의 이질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이원고정효과모델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가 지날수록 창의적 체험활동의 

참여 시간이 증가하였다. 하위영역 별로 살펴보면, 동아리활동과 진로활동은 2011년부터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으며,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참여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자율활동과 봉사활동의 경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비행 행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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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11년부터 급감하였다. 이런 변화는 2010년부터 시행된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관계부처합동,

2014). 특히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안전강화학교’, ‘학교지킴이․청원경찰 배치’,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등과 같은 정책적 시도들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a).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연도별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

간은 점차 증가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은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문제행동에 영향

을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의 

반사회적 교우관계는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었으나,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런 반사회적 교

우관계의 문제행동 유발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관계는 창의적 체

험활동의 하위 영역 중 동아리 활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반면,

봉사활동과 반사회적 교우관계 간 상호작용항은 정적인 양상을 보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였

다. 비록 그 효과가 미미할지라도, 반사회적 교우관계 수준에 따라 봉사활동이 학생의 문제행동

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반사회적 교우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학생들에

게 봉사활동은 오히려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봉사활동 

관련 선행연구(정규석, 2002; 도종수, 2011; 김선숙, 안재진, 2012)에서 밝힌 바와 같이, 봉사활동

이 시간 때우기 식의 형식적인 활동, 학교 행정가 및 교사들의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 부족, 봉사 

기관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가능하게 한다. 첫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은 청소년의 비행 행위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런 분석결과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혹은 운영 방식에 개선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긍정적인 교우관계 형성을 통

해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개선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하위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운영 방식

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반사회적인 교우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동아리 활동에서만 나타남을 말해 준다. 일

부 선행연구들은 체험활동의 효과가 친사회적인 혹은 반사회적인 교우관계를 통해 나타나고

(Mata, A. D., 2009),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행동 감소 효과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들

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Mahoney et al., 2003). 이를 고려해 볼 때 자율활동, 봉사활

동, 진로활동 등의 체험활동에서도 문제행동 감소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학생의 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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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초점을 맞춰 운영 방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계획 및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 및 학교의 수요와 여건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재량 및 운영방식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

정에서 학생 및 학교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그 효과를 진작시키기 위한 적절한 지원

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McNeal R. B.(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이 체험활동을 

참여하는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험활

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진단 및 정보제공 활동 등이 적절히 이루

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

동을 통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 및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적절한 안내 및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단위학교에게 학생 및 학교의 여건에 맞춰 자율

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여건에 맞게 운영하

는데 필요한 아이디어의 공유 및 확산을 촉진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가령, 학교에서 

우수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안을 개발하도록 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운영 방안을 학교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반사회적인 교우관계의 부정적인 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중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봉사활동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 충분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시설, 이를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도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추후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의적 체험활동의 정책적 

효과 및 메커니즘 분석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성함양과 관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문제행동경감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가지는 효과

와 메커니즘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

한 노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 패널 영과잉포아송 

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모듈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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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Analysis of Effects of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Policy on

Reducing Student Behavior Problems*
7)

Jeong, Dong Wook**

Lee, Ho Jun

Lee, J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policy,

focusing on the effects of reducing student behavior problems. This study analyzed the 2nd-4th

waves of the 7th grade cohort of the Korea Youth and Children Panel Survey dataset. The

method of analysis was mainly panel data analysis using two-way fixed effects model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ticipation in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has increased while

it does not positively affect on reducing students’behavior problems. Second,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had an effect on reducing anti-social peer relationships’affecting behavior

problems. In other word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tudents who are more engaged with

anti-social friends are less likely to conduct misbehavior while participating in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Based on tho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precise understanding

of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management in schools and appropriate intervention policy

are in need.

Key words: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peer relationship, fixed effect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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