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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과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유형에 관련된 요인을 진단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5차년도 조사 참여자 중 

6,516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동아리 참여 수준 관련 요인은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을, 참여 동아리 유형 관련 요인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

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의 고교 진학

계획, 보호자의 학업 지원, 그리고 학교 소재지와 학교 규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 동아

리 유형별로 다양한 관련 요인이 나타났는데 주로 성별,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진학계획, 보호자의 학업지원, 그리고 

학교 소재지, 단성고 여부 및 학교 규모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입시에 유리한 유형의 동아리와 

그렇지 않은 유형의 동아리 참여의 관련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전반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가 갖는 

의미를 논하고, 가정의 지원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지원 강화, 학교 교육과정 계획 시 동아리 활동의 효과에 

대한 고려,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한 학교 인프라 강화를 교육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주요어 :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활동, 비교과 활동, 진로 활동, 진학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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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에서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비교과 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 이전까지 비교과활동은 특별활동 혹은 재량활동 등의 명칭

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체의 2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학교급에 따라 비교과활동을 시

행하는 정도도 달랐다(허숙, 2015). 특히, 고등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특별활동과 같은 

비교과활동을 소홀히 하였고, 비교과활동 시간을 입시 공부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홀대 받던 비교과 활동이 그 지위를 제대로 인정받게 된 것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부터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존의 특별활동과 재량활동을 결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명명하였으며(홍후조, 2016) 전체 교육과정 시수에서 차지하던 비중도 일반계 고등학

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3년간 280시간인데 비해 2009 개정 교육과

정에서는 3년간 408시간으로 대폭 늘어났다. 

학교 교육과정의 변화와 더불어 학교 교육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평가, 즉 고교 입시와 대

학 입시도 창의적 체험활동의 등장에 발맞추어 변화했다. 대입의 수시전형에서는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가지 영역인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별로 학생

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고, 학생을 전기 모집하는 고등학교 

유형인 자율고 및 특목고의 입학전형인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도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경험을 

전형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백선희, 박진아, 2016; 심우정, 백선희, 2018). 즉, 창의적 체험활동 경험

은 본래 목적대로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성을 길러주고 전인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의 상급학교 진학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조

영하, 임호용, 2012).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활동을 선택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재학 

기간의 과학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 진학 시 과학 관련 전공을 선택하고, 과학 교사의 열정을 직업

적 모델로 삼아 실제 진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가 있으며(최원호, 우규환, 박현주, 2004), 미국 

교육의 맥락에서도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비교과 활동이 학생의 성적 향상과 문제 행동 감소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한 바 있다(Darling, 2005; Eccles, Barber, Stone, & Hunt, 2003). 

즉, 동아리 활동의 정도 그리고 참여하는 동아리의 유형에 따라 학생의 성장과 진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진로 탐색과 관련하여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은 중학교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현재 학교 수준에서 

실행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중학교 3년간의 전체 수업 시간 3,366시간 중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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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은 306시간이 배정되어 있어 전체 교육과정 수업 시수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교

육부, 2015a), 이 중 동아리 활동은 다른 세 개 영역의 활동(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과 같이 

학교가 자율성을 발휘하여 학년과 학기별로 영역과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교

육부, 2015b). 2015 개정 교육과정 문서(교육부, 2015b)에 따르면 동아리 활동은 예술·체육활동, 학

술문화활동, 실습노작활동, 청소년단체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p. 5) 중학교급에서의 교

육의 중점은 “예술적 안목의 형성, 건전한 심신 발달, 탐구력과 문제해결력 신장, 다양한 문화 

이해 및 탐구, 사회 지도자로서의 소양 함양”으로 제시되어 있다(p. 6). 또한, 동아리 활동은 학

교 스포츠 활동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교육부 

2015a).  

특히,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의 경우, 학생이 자율적으로 자신의 흥미 영역을 선택하

여 탐색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은 진로 탐색에 있어 가장 활용도가 높은 활동일 것이다. 실제로 중학

교에서 진로 관련 동아리 활동은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만족도가 진로체험 활동과 더불어 가장 높은 

활동 중 하나이다(교육부, 2016). 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고등학교 입학전형인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전형 요소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포함되는데, 이 중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

하여 계획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성을 함양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 요컨대 중학교에서도 진로탐색, 상급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동아리 활동은 중요한 교육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중학교에서부터 동아리 활동의 기회가 모든 학생에

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이러한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동아리 활동이 청소년의 

인성, 역량 개발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동아리 활동의 기회가 학생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

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 초·중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인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고, 이러한 활동이 진로 선택과 상급학교 진학과 직결될 수 있지만 모든 학생이 공정한 동아리 

활동의 기회를 얻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터하여 이 연구에서

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동아리 활동의 참여 수준과 참여 동아리 유형 그리고 이에 관련된 요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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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분석

1. 동아리 활동 참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유형으로서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연구가 다수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비록 창의적 체험활동을 주제

로 하여 동아리 활동에만 초점을 두지는 않았으나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서 동아리 활동의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일례로 이광우, 이미숙(2012)의 연구에서 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교사와 학부모는 동아리 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개 영역 중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학생의 경우에도 진로 활동 다음으로 동아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김사훈, 이광우(2014)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급에서 동아리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네 개 영역 중 두 번째로 많은 시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 모두 창의적 체험활

동의 본질 구현을 위해 동아리 활동의 시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학생과 교사의 인식에서도 동아리의 중요성이 나타나지만 동아리 활동 참여의 효과를 진단한 연

구 결과를 통해서도 동아리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리 활동 참여는 청소년기의 자아개념

(사회, 가족, 신체, 학업)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동아리에 일시적으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중학교

와 고등학교 시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송수

지, 김정민, 남궁지영, 2012). 또한,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은 리더십 생활기술(커뮤니케이션 기술, 

의사결정기술, 인간관계기술, 학습능력기술, 조직관리기술, 자기이해기술, 그룹활동기술)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러한 영향은 동아리의 종류와 동아리 내에서의 역할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내 공식 동아리보다 학교 밖 공식 동아리 혹은 비공식/사이버 

동아리 참여의 경우 리더십 생활기술 수준이 더 높았으며, 동아리 임원을 역임했을 경우,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동아리 활동에 만족할수록, 외부에서 동아리에 대한 지원이 많다고 인식할

수록 리더십 생활기술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창욱, 김정주, 송병국, 2005). 동아리 활동 

참여는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된 특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원호 외(2004)의 연구에

서 고등학교 과학 동아리 활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수학교육, 분자생물학과 같은 과학 

관련 전공을 선택하였고, 최영선, 이병욱(2011)의 연구에서도 공업계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

생들이 동아리 활동 참여를 자신들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한, 박보

경, 배상훈(2019)의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의 문화자본으로서의 문화예술동아리 참여와 학교의 

문화자본으로서의 동아리 활성화 정도가 학생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동아리 활동 참여의 중요성에 비해 학교급을 막론하고 동아리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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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

한 한 부분으로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학교의 경우, 교사들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김영순, 오영훈, 김미라, 2012). 이

도영(2018)의 연구에서도 25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 동아리 

활동에서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부담 없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충분한 깊이가 없는 경험이기

도 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이 좋아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평가 

부담에서 벗어난 시간, 자발적인 친구들과의 교류 시간이기도 하였으나 학교 동아리 활동에 배당된 

시수 자체가 적어 충분한 활동을 하기 부족했다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p. 144). 특히, 대학 입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고등학교급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김사훈, 이광우, 2014). 

동아리 활동 참여 자체와 더불어 참여 동아리 유형과 성격 역시 중요하다. 초·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 활동 동아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

식이 가장 높은 편이었고,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뒤따르고 있었다. 한

편, 실습노작 동아리 활동이나 학술동아리 활동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비교적 낮은 편

이었다(왕창수, 2012). 초등학교급에서는 학년군별로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동아리 유형

이 달라지고 있다. 이광우, 이미숙(2012)에 따르면 교사들은 초등학교 5-6학년과 같은 고학년

군에서는 학술 활동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데 반해 문화예술활동은 1-2학년군과 3-4학

년군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실습노작 활동과 청소년 활동은 전 학년군

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인식한 교사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초·중등 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동아리 활동 참여에 대한 높

은 중요성 인식에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 자체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으

로만 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을 학생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주로 학교 차원에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 동아리 활동의 하위 

유형에 대해서도 주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원에서 특정 활동이, 특정 학년에서 더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막상 그러한 유형의 동아리 활동 참여가 학생들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

고 있는지, 그에 따라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가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다.  

2. 동아리 참여의 영향 요인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가 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특성에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

가 있다는 점이 다수의 연구에 의해 밝혀졌으나, 이러한 동아리 참여의 기회가 학생의 개인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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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생을 둘러싼 배경 즉, 학교 특성과 가정의 배경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해외에서도 특히 미국의 경우, 비교과 활동1)의 청소년 발달과 학습에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

과 더불어(예: Fredricks & Eccles, 2005; Kort-Butler & Hagewen, 2011), 동아리 활동 참여 기회

가 학생의 개인 및 가정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후자의 연구 중 

하나인 McNeal(1998)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 인종과 같은 학생의 특성에 따라 참여하는 동아리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우선, 성별로는 스포츠 동아리의 경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참여율이 높았고, 

학문적 동아리의 경우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율이 높았다. 한편, 응원단(cheer leading)의 경

우 여학생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참여하는 동아리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다인종 국가라는 점에서 인종 역시 참여 동아리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활동의 경우 다른 인종에 비해 아시아인이, 응원단의 경우 여학생 중에서도 특히 

흑인의 참여율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문적인 능력, 성적, 숙제에 할애하는 시간 등 학업성

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 역시 참여 활동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할 수 

있는 바대로 학문적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학문적 능력, 성적, 숙제에 할애하는 시

간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최혜림, 홍혜인, 김훈호(2019)가 학교 특성이 고등학교 내의 

동아리 수와 학생의 동아리 참여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는데, 이 중 학생의 성적이라 볼 

수 있는 수능 5등급 학생의 비율은 고등학교 유형별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

와 자율고의 경우 수능 5등급 이상의 학생 비율이 높을수록 동아리 수와 학생 참여 비율이 높아지는 

반면 특목고의 경우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학생의 성적이 동아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의 

상황에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McNeal(1999)은 학교 특성이 고등학생들의 동아리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였다. 연

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의 크기, 학력을 강조하는 문화, 학생-교사 비율, 학교의 평균적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학생의 동아리 참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최혜림 외

(2019)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이후 창의적 체험활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의 동아리 수와 

학생의 동아리 참여율이 학교 특성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 지 살펴본 결과 학교 규모는 동아리 수

와 학생 참여 비율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일반고보다는 자율고나 특목고의 동아리 

수 및 학생 참여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에서의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지원(동

아리 담당 교사 수 및 재정 지원) 역시 동아리 수와 학생 참여 비율의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1) 우리나라 이외의 외국의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club activities)이라는 용어보다 비교과 활동(extracurricular 

activities)이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과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칭하고 

하위 영역으로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이와 같은 구분

을 하지 않고 비교과 활동이라는 용어를 통칭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서도 특히 동아리 활동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각 연구에 대해 언급할 때 되도록 비교과 활동이라는 

통칭 대신, 구체적인 동아리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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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생의 동아리 참여 여부와 더불어 어떠한 유형의 동아리에 참여하는

지에 학생의 선호, 의지 외 다른 요인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외에 우리나라에서 수행된 연구의 경우, 청소년의 동아리 활동 참여와 학생의 개인 및 가정 

배경, 학교특성을 연관하여 분석한 연구는 희소하다. 최근 김재희(2019)는 학생의 개인 배경특성인 

소득계층에 따라 진로성숙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진로교육활동이 달랐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소득 하위 집단은 진로상담과 학과체험이 중위집단은 심리검사, 진로상담, 멘토특강, 학과체험, 진로

캠프가, 마지막으로 소득 상위집단은 심리검사, 진로 동아리, 멘토특강, 진로캠프 참여가 유의한 요

인으로 꼽혔다.

신혜원, 김종철, 장경호(2013)의 연구는 학교 특성에 따른 동아리 참여를 분석하였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지역, 남녀공학 및 단성고 여부, 학교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보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비해 지방 소재 고등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율

이 낮게 나타났고, 단성고 재학생의 동아리 참여율이 남녀공학 재학생의 참여율보다 다소 낮게 나타

났다. 또한, 학교 규모가 클수록,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재학생의 동아리 참여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동아리 참여 경향이 학생의 개인 특성, 학교 특성 그리고 가정 

배경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McNeal(1998)의 연구는 우리나

라에서는 아직 적용되기 어려운 인종과 같은 개인 특성이 포함되어 있고,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다

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나라 교육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김재희

(2019)의 연구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아닌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신혜원 외

(2013)의 연구에서는 지역과 학교 특성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어 학생의 개인 특성, 가정 배경 특성, 

그리고 학교 특성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지는 않고 있다. 동아리 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한 영역이지만 우리나라의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일 뿐만 아니라(이

광우, 이미숙, 2012) 교사와 학생들이 시수가 늘어나기를 가장 기대하는 영역이기도 하다(김사훈, 

이광우, 2014). 따라서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 수준은 어떠한지, 고른 기회를 갖고 

있는 지 진단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상황의 

맥락을 고려하고,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 가정, 학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들의 동

아리 활동 참여 수준과 참여 동아리 유형,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진단하고자 한다.  



94  아시아교육연구 21권 2호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이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Korean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KELS) 2013(이하 KELS 2013)의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KELS 2013은 2013년 초등학

교 5학년인 학생의 표본을 추출하여 매년 가정환경 배경, 학교의 교육환경, 학습자 특성 등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5차년도 조사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 

7,324명 중 6,51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회수율 88.98%). 이 중 학교 자료에 결측값이 있는 1명의 

자료를 제외한 6,516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1>에 따르면 최종 분석대상자 6,516명 중 여학생은 3,300명으로 전체의 50.64%를 차지하였

다. 학생들의 가정환경특성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의 분포를 구분하여 볼 때, 월평균 소득 350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 33.8%, 351~500만 원의 가정의 학생이 33.2%, 501만 원 초과 가정의 학생

이 33.0%였다. 보호자 학력의 경우, 남성 보호자가 대졸 이상이라 응답한 학생이 38.8%로 가장 많

았고, 남성 보호자가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도 16.87%였다. 즉, 분석 대상 학생 중 절반 이상이 남성 

보호자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보호자의 학력은 남성 보호자

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는데, 고졸 이하가 45.76%로 가장 많았다. 반면, 전문대졸은 20.9%, 대졸 이상 

여성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29.71%였다. 

학교특성을 살펴보면, 최종 분석 대상 학생 중 대다수(81.71%)가 서울 등 도시에 소재한 중학교

에 재학 중이었고, 18.3% 정도의 학생은 읍면지역의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전체 분석대상 중 대다

수(72.4%)는 남녀공학 중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재학생 수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를 정의할 때, 전체 

6,516명 중 절반 정도(54.5%)는 재학생 501명~1,000명 정도 규모의 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35.4% 

학생들은 재학생 5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재학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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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 비율(%)

성별
남학생 3,216 49.36

여학생 3,300 50.64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2,186 33.83

351~500만원 2,142 33.15

501만원 이상 2,134 33.02

남성 보호자
학력

무응답 437 6.71

고졸 이하 2,451 37.62

전문대졸 1,099 16.87

대졸 이상 2,529 38.81

여성 보호자 
학력

무응답 236 3.62

고졸 이하 2,982 45.76

전문대졸 1,362 20.90

대졸 이상 1.936 29.71

학교소재지
도시지역 5,324 81.71

읍면지역 1,192 18.29

학교유형

남녀공학 4,717 72.39

여학교 920 14.12

남학교 879 13.49

학교규모

500명 이하 2,307 35.41

501명~1,000명 3,553 54.53

1,001명 이상 656 10.07

<표 1> 최종 분석대상 배경 특성

KELS 2013 자료는 2013년 종단 조사 원년 전국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중에서 층화군집무선추출

법을 통해 대표 표본을 확보하였다는 강점이 있음에도, 이 연구는 기수집된 자료를 2차 분석하였기

에 연구결과의 해석과 일반화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다. 동아리 활동은 과거 체력증진, 여가선용, 

비인지적 역량(리더십 등)의 함양을 위한 활동으로 여겼으나, 자유학기제 도입, 상급학교 입시에서 

전형 요소로 활용 등과 같은 교육과정과 정책 환경 변화로 진로탐색의 기회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진로 탐색 목적의 동아리가 증가하고 있으나, KELS 2013 설문의 동아리 조사 항목에는 진로 

탐색 관련 동아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항을 분석할 수 없었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진로 

탐색 동아리를 포함하여 기존의 동아리 활동 유형 구분에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탐색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

KELS 2013이 조사 원년 대표 표본을 확보하였다고 하지만 종단연구의 특성상 매년 조사가 거듭

되며 표본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 실제 2013년 7,324명의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연구 참여에 동의

하여 표본으로 선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한 5차년도 자료수집에서는 이 중 6,517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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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만이 참여하였다. 재응답률이 80%를 선회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기는 하나, 조사 불참 이유가 

임의적이지 않을 수 있기에 본 연구 결과를 전국 중학생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

하다. 즉,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불참한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충실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동아리 

참여 수준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변수 및 분석방법

이 연구의 관심변수이자 종속변수는 중학생의 동아리 참여 수준과 참여 동아리 유형이다. 동아리 

참여 수준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동아리 활동 중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의 수로 측정하였다. 5차년도 

설문 당시, 즉 중학교 3학년에서 어떤 동아리에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0"의 값을, 1개 동아리에 

참여한 경우는 "1"의 값을, 2개 이상의 동아리에 참여한 경우는 "2"의 값을 부여하였다. 분석 대상자 

6,516명 중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1,112명(17.1%)으로 80% 이상의 중학생들이 1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전체 학생 중 3분의 2 정도 학생은 1개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고, 약 17%의 학생(1,098명)은 2개 이상의 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다(<표 2> 참조). 이러한 결

과는 창의적 체험활동 네 개 영역 중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가장 중요하면서도 부담 없는 활동으

로 생각하여 다른 영역보다 참여가 활발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이광우, 2014; 이미숙, 2012)와 유

사하다. 

또 다른 종속변수인 참여 동아리 유형은 5차년도 학생 설문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학습, 과학, 미술·공예, 음악, 스포츠, 신문방송, 여

가·게임, 청소년 단체, 봉사, 기타 동아리라는 10가지 선택지에 대해 설문 당해 참여하고 있는 동아

리를 중복으로 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 학습과 연결이 가장 높은 학습/과학 동아리, 실기가 

수반되는 미술/공예/음악 동아리, 육체 활동을 주로 하는 스포츠 동아리, 조직 맥락에서 조직의 설립

목표와 관련 비교적 명확한 과업수행의 가능성이 큰 신문방송/청소년 단체/봉사 동아리, 취미 활동 

중심의 여가/게임 동아리의 5가지로 동아리 활동을 재분류하여 각 동아리 참여 여부로 동아리 활동 

참여유형 변수를 구성하였다. 모든 동아리 참여는 이항변수로 해당 유형의 동아리에 참여하였으면 

“1”의 값을, 참여하지 않았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표 2>에 제시한 것과 같이, 5개 유형의 동아

리 중 스포츠 동아리를 선택한 학생이 분석 대상자 6,516명 중 28.4%(1,853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습/과학 동아리, 예술 동아리 참여 학생 순이었다. 여가/게임 동아리 참여 학생(11.5%, 

752명)과 방송/봉사 동아리(9.8%, 638명)의 경우, 상대적으로 참여 학생의 수가 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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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참여자 수 (%)

동아리
참여수준

미참여 동아리 활동 비참여
1,112

(17.07)

1개 참여 1개 동아리 참여
4,306

(66.08)

2개 이상 참여 2개 이상 동아리에 참여
1,098

(16.85)

참여 
동아리 
유형

학습/과학 동아리
학습(영어, 수학, 독서, 논술 등), 
과학 탐구(과학, 로봇, 컴퓨터 등)

1,301
(19.97)

예술 동아리
미술·공예(미술, 만화, 수예 등), 
음악(악기, 합창, 오케스트라 등)

1,095
(16.08)

스포츠 동아리 스포츠(축구, 줄넘기, 댄스 등)
1,853

(28.44)

방송/봉사 동아리
신문방송(신문, 방송부 등), 봉사
청소년 단체(누리단, 스카우트 등)

638
(9.79)

여가/게임 동아리 여가·게임(영화감상, 보드게임, 요리 등)
752 

(11.54)

<표 2> 동아리 참여 수준 및 참여 동아리 유형 분류

동아리 참여는 학생 개인의 적성 및 선호, 보호자의 지도와 보호자가 보유한 물적, 심리적 자원의 

유무형의 영향력, 학교의 기회구조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McNeal, 1999).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학생특성, 가정환경특성, 학교특성으로 변수를 크게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학생특성은 성별, 학생 학업성취수준, 고등학교 진학계획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이항변

수로 남학생을 준거집단으로 여학생을 비교하였다. 학업성취도는 KELS 2013의 5차년도에 포함된 

학업기초능력검사의 국어, 영어, 수학 성취도 점수를 평균하여 표준화한 값으로 측정하였다. 진학계

획은 다항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외국어고, 과학고, 자율고, 대안학교, 해외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와 

특성화고 진학 희망자를 일반계고 진학 희망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가정환경특성은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학업 관여를 포함하였다. 가구 

월평균 소득은 5차년도 보호자 설문지에 만원 단위로 월평균 소득을 보고하도록 한 값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결측값의 경우, 1차년도 설문에서 보고된 월평균 소득값에 연간 3% 물가 상승률을 반

영하여 산출한 값으로 대체하였다. 보호자의 학력은 남성 보호자와 여성 보호자의 학력을 평균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남성 보호자와 여성 보호자의 학력을 모두 보고하지 않은 경우는 "0"의 값을 부

여하였다. 자녀 기대 학력은 보호자가 자녀의 학업에 대해 기대하는 수준으로 현재 예상하는 자녀의 

최종학력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자녀의 진로 및 진학 관련 지원 수준은 보호자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또는 진로 활동에 얼마만큼 관여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자녀의 진로진학 지원 수준은 5차년

도 부모(보호자) 설문의 진로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활동 중, 진학 및 진로지원을 위해 교외 체험활

동 정보 수집과 참여 주선, 교외 봉사활동 정보 수집과 참여 주선, 교내 비교과 활동 참여 논의,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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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력, 자기소개서 등 포트폴리오 작성 도움과 같은 지원활동에 남녀 보호자가 참여하고 있는 

수준을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한 값을 평균하여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특성은 학교 소재지, 단성고 여부, 학교 규모를 포함하는데, 학교 소재지는 이항

변수로 읍면지역 소재 학교를 도시 지역 학교를 준거로 하여 비교하였다. 단성고 여부는 다항변수로 

남녀공학 중학교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단성 중학교인 남학교와 여학교를 각각 비교하였다. 학교 규

모 역시 다항변수로 구성하였으며, 재학생이 500명 이하인 학교를 소규모 학교로, 재학생 

500~1000명 이하의 학교를 중규모로, 재학생 1000명 이상 학교를 대규모 학교로 조작적으로 정의

하였다. 학생, 가정환경, 학교 특성 변수에 대한 설명과 자료입력 방식은 <표 3>에 요약하여 제시하

였다.

변수 설명 자료입력 방식

성별 학생의 생물학적 성별 1=여학생; 0=남학생

학업성취도
학업기초능력검사 국어, 영어, 수학 점
수의 평균

표준화 점수

고등학교 진학계획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유형
1=외국어, 과학, 자율, 대안학교 /
특성화고; 0=일반고

월평균 
가구 소득

5차년도 월평균 가구소득 
2=500만 원 이상; 1=351만
원~499만원; 
0=350만원 이하

보호자 
학력 수준

남성과 여성 보호자의 학력 평균
3=대졸 이상; 2=전문대학졸업;
1=고등학교 이하; 0=무응답

자녀 기대 학력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 수준
5=대학원 박사; 4=대학원 석사; 
3=대학교; 2=전문대학; 1=고등학
교; 0=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자녀 진학 지원
자녀의 진학을 위한 지원 수준
(문항예시: 교외 체험 활동 정보수집, 
교내 비교과 활동 참여 주선 등)

5=매우 그렇다~
1=전혀 그렇지 않다.

자녀 학교 활동 
참여

자녀의 학교 활동 참여 수준
3=5번 이상; 2=3~4번; 
1=1~2번; 0=없다.

학교 소재지 재학하는 중학교의 위치 1=읍면지역; 0=도시지역

학교 유형 재학하는 중학교의 학생 성별 구성 1=여학교/남학교; 0=남녀공학

학교 규모 재학하는 중학교의 재학생 수
2=1000명 초과; 1=500~1000명; 
0=500명 이하; 

<표 3> 주요변수 설명 및 자료입력 방식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중학생의 동아리 활동 수준 관련 요인을 분

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ordere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순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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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순차적 명목변수를 종속변수로 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독립변

수의 영향력이 종속변수의 1단위 변화에 같다는 평행성 가정(Proportional odds assumption)을 만

족하여야 한다. 동아리 활동 불참을 기준변수(baseline)로 하여 1개 동아리 활동 참여와 2개 이상 

동아리 활동 참여 모형을 비교, 검증한 결과, 추정계수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평행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χ2=19.52, p=.191). 본 연구에서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최종 분석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독립변수군 x를 갖는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순서가 있는 범주들에 대하여 낮은 범주값 대신 높은 범주값을 

가질 로그 승산(log odds)에 대한 x의 효과를 추정하며, 그 효과는 모든 범주 쌍에 대하여 동일하다

고 가정한다. 즉, 이 모형은 x효과를 j-1개의 모수로 하지 않고 한 개의 모수로 추정한다. 아래 식에

서 αj는 상수항의 모수(threshold parameter)이며, β는 회귀계수이다.

π

π
α β … 

참여 동아리 유형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활용하였다.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중복 선택할 수 있어, 동아리 활동 참여유형 응답이 

상호독립적이지 않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multinomial regression analysis)에 적절하지 않았다. 

이에 유형별 참여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여 5개의 개별 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

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제시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달리 이항 로지스틱 모형은 범주를 선택하지 않을 확률(1-π) 대신 범

주를 선택할 확률(π)의 로그 승산값(log odds)에 대해 독립변수군 x의 효과를 추정한다. 

  log  


    

본 연구의 자료는 위계성을 가진다. 학생 개인 수준과 학교 수준의 변수가 함께 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집단으로 동일한 학교에 재학하여 유사한 교육맥락을 공유한다. 이러한 자료의 특

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분석을 실행할 경우, 추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다층모형을 활용하

여 엄정한 추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활용한 KELS 2013 자료는 초등학교 

5학년에 원자료 표집을 진행하여, 연구 참여자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하며 일부 탈락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층분석의 강건한 추정(robust estimation)에 필요한 학교별 최소 사례를 균등하게 확

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위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대안으로 순서형 로지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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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과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두에서 클러스터(cluster) 옵션을 활용하여 자료의 위계성을 

고려한 엄정한 오차 추정을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승산비를 연결함수인 로그로 치환하여 분

석에 투입하기 때문에 회귀계수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조금이나마 보완하기 

위해 연구 결과는 낮은 범주 대신 높은 범주를 선택할, 범주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 대신 선택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승산비(odds ratio)를 계산하여 이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해석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중학생의 배경 특성과 동아리 참여

1) 중학생 배경 특성별 동아리 참여수준

이 연구의 대상인 중학생의 주요 배경 변수별 동아리 참여수준을 먼저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

한 대로 동아리 참여 수준의 분포는 학교 소재지, 학교 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도시 

지역 중학교는 읍면 지역 중학교보다 동아리 참여수준이 저조하였다. 도시 지역 중학생 중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은 17.8%였으나, 읍면 지역 중학생의 13.8%만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

지 않았다. 또한, 2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읍면 지역이 23.7%로 도시 지역(15.3%)

보다 많았다.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비율은 낮아지고 2개 이상의 

동아리에 참가한 학생의 비율은 높아졌다. 재학생 수가 500명 이하인 소규모 중학교의 경우, 5명 중

의 1명은 2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재학생 수가 501명 초과 1,000명 이하인 

중규모 중학교와 재학생 1,000명 초과의 대규모 학교는 그 비율이 각각 15.5%와 14.0%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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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참여 1개 참여 2개 참여 계 

성별
남학생

542
(16.85)

2,117
(65.83)

557
(17.32)

3,216
(100)

1.059
여학생

570
(17.27)

2,189
(66.33)

541
(16.39)

3,300
(100)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 이하
356

(16.29)
1,456

(66.61)
374

(17.11)
2,186
(100)

3.562351~500만원
391

(18.25)
1,399

(65.31)
352

(16.43)
2,142
(100)

501만원 이상
353

(16.54)
1,422

(66.64)
359

(16.82)
2,134
(100)

학교
소재지

도시지역
948

(17.81)
3,561

(66.89)
815

(15.31)
5,324
(100)

53.294***

읍면지역
164

(13.76)
745

(62.50)
283

(23.74)
1,192
(100)

학교 유형

남녀공학
821

(17.41)
3,090

(65.51)
806

(17.09_
4,717
(100)

3.681여학교
140

(15.93)
588

(68.26)
151

(17.18)
920

(100)

남학교
151

(16.41)
628

(68.26)
141

(15.33)
879

(100)

학교 규모

500명 이하
341

(14.78)
1,511

(65.50)
455

(19.72)
2,307
(100)

29.962***501명~1,000명
643

(18.10)
2,359

(66.39)
551

(15.51)
3,553
(100)

1,001명 이상
128

(19.51)
436

(66.46)
92

(14.02)
656

(100)
* p < .05, ** p < .01, *** p < .001

<표 4> 학생 배경 특성별 동아리 참여 수준

(단위: 명, %)

  

2) 중학생 배경 특성에 따른 유형별 동아리 참여율

다음으로 주요 학생 배경 변수별 동아리 유형별 참여율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동아리 유형별 

참여율은 학생 배경 특성에 따라 일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학습/과학 동아리 

활동 참여의 경우,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참여율이 유의하게 달랐고, 예술 동아리 참여율은 

성별, 가구소득, 학교 소재지, 학교 유형, 학교 규모에 따라 달라졌다. 스포츠 동아리 활동 참여율 

역시 예술 동아리 활동 참여와 유사하게 개인 및 학교 배경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학교 소재지, 학교 유형, 학교 규모에 따라 참여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송/봉사 동아리 활동 참여율은 성별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학생의 참여율

이 남학생의 참여율보다 약 3.5%p 정도 높았다. 여가/게임 동아리의 경우, 성별, 가구소득 수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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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유형에 따라 참여율에 차이가 있었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 보다 높은 비율로 여가/게임 동아리

를 선택하고 있었고, 월평균 소득이 상위인 학생들은 중위 또는 하위 소득 집단의 학생들보다 여가/

게임 동아리 참여율이 낮았다.  

구    분 사례수
학습/
과학

예술 스포츠
방송/
봉사

여가/
게임

성별

남학생
3,216
(100)

617
(19.19)

406
(12.62)

1,234
(38.37)

258
(8.02)

436
(13.56)

여학생
3,300
(100)

684
(20.73)

689
(20.88)

619
(18.76)

380
(11.52)

316
(9.58)

 - 2.42 79.39*** 307.87*** 22.50*** 25.29***

월평균 
가구
소득

350만원 이하
2,186
(100)

396
(18.12)

425
(19.44)

640
(29.28)

199
(9.10)

275
(12.58)

351~500만원
2,142
(100)

405
(18.91)

345
(16.11)

632
(29.51)

207
(9.66)

258
(12.04)

501만원 이상
2,134
(100)

492
(23.06)

314
(14.71)

559
(26.19)

229
(10.73)

210
(9.84)

 - 18.89*** 18.31*** 7.21* 3.32 8.91*

학교
소재지

도시지역
5,324
(100)

1.039
(19.52)

815
(15.31)

1,415
(26.58)

527
(9.90)

618
(11.61)

읍면지역
1,192
(100)

262
(21.98)

280
(23.49)

438
(36.74)

111
(9.31)

134
(11.24)

 - 3.702 46.63*** 49.47*** 0.379 0.128

학교 
유형

남녀공학
4,717
(100)

923
(19.57)

770
(16.32)

1,371
(29.07)

455
(9.65)

559
(11.85)

여학교
920

(100)
199

(21.63)
189

(20.54)
181

(19.67)
110

(11.96)
68

(7.39)

남학교
879

(100)
179

(20.36)
136

(15.47)
301

(34.24)
73

(8.30)
125

(14.22)

 - 2.15 11.10** 50.19*** 7.20* 22.14***

학교 
규모

500명 이하
2,307
(100)

488
(21.15)

460
(19.94)

760
(32.94)

229
(9.93)

260
(11.27)

501명~1,000명
3,553
(100)

685
(19.28)

539
(15.17)

943
(26.54)

354
(9.96)

405
(11.40)

1,001명 이상
656

(100)
128

(19.51)
96

(14.63)
150

(22.87)
55

(8.38)
87

(13.26)

 - 3.17 25.21*** 39.30*** 1.64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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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학생 배경 특성별 동아리 유형별 참여율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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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학생의 동아리 참여 수준 관련 요인

중학생의 동아리 참여 수준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개인특성에서는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목고, 자율고, 대안학교와 외국의 고등학교로 진학할 계획을 세운 학생들은 일반

계고 진학 희망자보다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목고, 자율고 등 진학 희망자는 

일반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에 비해 약 1.45배 더 많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다(승산비=1.455, 

p<.000)1). 유사하게, 특성화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은 일반고 진학 희망자보다 1.2배 정도 더 높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환경특성에서는 보호자의 자녀 학력 기대 수준, 자녀 진학 지원, 자녀의 학교활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호자가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학생들은 1.08배 가량 동아리 활동에 더 많이 참여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보호자가 자녀의 진로,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

여 자녀와 소통하는 정도가 커질수록 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는 1.09배 증가하였다. 유사하게 보호

자가 학생의 학교 활동에 참여하는 횟수가 늘어나면 중학생이 동아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1개 이상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약 1.23배 증가하였다. 

학교특성 역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 참여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읍면지역 

학생들은 도시지역 중학생들에 비해 1.55배 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다. 반면, 학교 규모가 증가

할수록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규모가 500~1000명인 중간 규모 

중학교 재학생들은 재학생 5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재학생들 보다 동아리 활동 참여가 0.827배였

다. 즉, 중간 규모 중학교가 소규모 중학교에 비해 20% 정도 적은 학생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1000명 초과 대규모 중학교의 경우 동아리 참여 수준은 더 낮아져서, 소규모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0.713배 정도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

한 최혜림 외(2019)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며, 작은 규모의 학교가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더 유익

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 승산비(odds ratio)는 기준이 1이며, 승산비가 1에 근접할수록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승산과 어떤 사건이 

발생할 승산이 유사함을 의미한다. 승산비가 1보다 커지면 사건이 발생할 승산이 커짐을 뜻한다. 예를 들어, 승

산비 1.5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승산 대비 사건 발생 승산이 1.5배 크다 또는 사건 발생 가능성이 50% 증가

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역으로 승산비가 1보다 작아지면 사건이 발생할 승산이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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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

계수(b) 표준오차(S.E.)
승산비

(Odds Ratio)

개인특성
성별  -.024 (.063) .976
학업성취도   .049 (.032) 1.001
고교 진학계획:
  특목고, 자율고, 대안고   .375*** (.087) 1.455
  특성화고   .198* (.079) 1.219

가정환경특성
월평균 가구소득:
  350만원~500만원 미만  -.111 (.069) .895
  500만원 이상  -.117 (.074) .890
보호자 학력 평균   .019 (.033) 1.019
보호자 학업 지원:
  자녀 기대 학력   .074* (.034) 1.077
  자녀 진학 지원   .084* (.036) 1.087
  자녀 학교 활동 참여   .203*** (.039) 1.226

학교특성
학교 소재지:
  읍면지역   .440*** (.099) 1.553
학교 유형:
  남학교  -.042 (.104) .959
  여학교  -.061 (.095) .941
학교 규모:
  500~1,000명  -.190* (.078) .827
  1,000명 초과  -.339** (.111) .713
상수
/ cut1 -1.087 (.167) -.821
/ cut2  2.177 (.171) 2.442

사례수 6,239

  124.23***

Pseudo-R2 .016
* p < .05, ** p < .01, *** p < .001

<표 6>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 영향 요인

3. 참여 동아리 유형 관련 요인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동아리 유형 관련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학습/과학, 예술, 스포츠, 방송/봉

사/청소년, 게임/여가 동아리 유형별 참여 여부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우선, 학습/과학 동아리 참여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가운데 학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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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학습 및 과학 동아리 

참여율도 증가하였는데, 학력기초검사의 성적이 1 표준편차 높은 학생이 약 1.39배 더 많이 학습/과

학 동아리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목고, 자율고, 대안고 진학을 계획한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

교 진학을 생각한 학생보다 1.61배 더 학습 및 과학 동아리에 참여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미국에서 

진행된 McNeal(1998)의 연구결과와는 달리,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습/과학 동아리 참여에 있어 성

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특성 중에서는 보호자의 평균 학력과 학교 활동 참여빈도가 중학생의 학습/과학 동아리 

참여와 유의한 정적 관련이 있었다. 보호자 평균 학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중학생은 1.13배 더 

많이 학습/과학 동아리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가 학교 활동 참여 빈도가 1단위 증가할수

록 학생의 학습/과학 동아리 참여율이 약 10% 가량 높았다. 학교 특성 중에서는 학교의 소재지가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읍면지역 중학교는 도시지역 학교보다 학습/과학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

들이 1.32배 많았다.

예술 동아리 참여에는 개인특성 중 성별과 고등학교 진학계획이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약 2.11배 더 많이 예술 동아리에 참가하고 있었다. 예술 동아리 

참여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보다 특목고, 자율고, 대안학교 진학 희망 학생들이 1.51

배 많았다. 가정환경특성의 경우, 보호자의 소득과 학교 활동 참여수준이 예술 동아리 참여와 관련

이 있었다. 보호자의 소득이 월평균 500만 원 이상으로 상위 수준에 속하는 학생들은 보호자 월평균 

소득이 350만 원 미만인 학생보다 예술 동아리에 참가하는 학생이 약 28% 정도 적었다. 보호자의 

학교 활동 참여가 1단위 증가하면 1.15배 더 많은 학생이 예술 동아리에 참여하였다. 학교특성 중 

소재지가 예술 동아리 참여 가능성에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읍면지역 학교는 도시지역 학교보

다 1.71배 많은 학생들이 예술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스포츠 동아리 참여는 개인특성 중 성별과 학업성취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McNeal(1998)의 결과와 일치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스포츠 동아리에 참여하는 

경우가 63% 정도 적었고, 학업 성취도가 1표준편차 증가할수록 스포츠 동아리 참여하는 학생의 수

는 23%씩 하락하였다. 가정환경특성 중에서는 보호자의 학교활동참여만이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었

다. 보호자의 학교 활동 빈도가 1단위 증가할수록 스포츠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은 1.08배 증가하

였다. 스포츠 동아리 참여율은 학교 소재지, 성비에 따른 학교 유형, 학교 규모와 같은 학교특성 변

수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읍면소재 학교 학생들은 도시지역 중학생보다 스포츠 동아리에 

1.39배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녀공학 중학생에 비해 남학교 중학생은 스포츠 동아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28% 정도 유의하게 낮았다. 학교 규모는 학생의 스포츠 동아리 참여에 부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학교 규모가 재학생 500명 미만의 소규모인 경우보다 500~1000명 규모인 학교는 

스포츠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이 20% 가량 적었고, 1000명 초과 대규모 중학교는 소규모 중학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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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스포츠 동아리 참여 학생이 34% 정도 적었다.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의 경우, 개인특성 중 성별과 진학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 동

아리 참여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 참여율이 

1.43배 컸다.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 참여자 중 특목고, 자율고, 대안학교 진학 희망 학생이 일반

계 진학 희망자보다 1.26배 많았다. 가정환경특성 중 보호자 학업지원 변수 세 가지가 모두 방송/봉

사/청소년 동아리 참여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학력 수준이 높아질수록 1.11배 더 많은 중학생이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

였고, 보호자가 학생의 진학 관련하여 비교과, 학교 밖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과 소통하

는 빈도가 빈번할수록 1.16배 더 많은 중학생이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

다. 보호자가 학생의 학교 활동 참여빈도가 증가하면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에 1.27배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특성은 학생의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 참여에 유의미하게 연관되

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여가 동아리 참여는 개인특성 중 성별과 학업성취도와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게임 및 여가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이 24% 정도 적었고, 기초학력시험 성적이 

1표준편차 상승할수록 게임 및 여가 동아리 참여한 학생은 16% 가량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특성은 여가 및 게임 동아리 참여에 유의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특성 중 성비에 

따른 학교유형이 중학생의 게임 및 여가 동아리 참여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남녀공학 중학교

보다 여학교에서 여가 및 게임 동아리에 참여한 학생은 약 30% 정도 적었다. 그런데 여가 동아리 

참여의 경우, 본 연구에 투입한 독립변수의 설명력이 1.6%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는 여가 

동아리 참여는 성별, 학업성취도, 진학계획, 가정환경특성, 학교특성 외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변수
학습/과학 예술 스포츠 방송/봉사/청소년 여가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개인특성

성별
 .055
(.079)

1.057  .746***

(.084)
2.108 -1.002***

(.075)
.367 .360***

(.103)
1.432 -.280**

(.099)
.756

학업성취도
 .331***

(.040)
1.392 -.036

(.040)
.965 -.263***

(.034)
.769 .076

(.049)
1.079 -.178***

(.046)
.837

고등학교 진학:

  특목,자율,대안
 .474***

(.081)
1.606  .340**

(.099)
1.405 .079

(.086)
1.082 .233*

(.118)
1.262 -.082

(.124)
.921

  특성화고
.196

(.112)
1.217 .162

(.108)
1.176 -.037

(.087)
.963 .071

(.144)
1.074 -.078

(.115)
.925

가정환경특성
월평균소득:

350~500만원
-.087
(.086)

.917 -.175
(.092)

.840 .132
(.075)

1.142 -.012
(.110)

.988 .006
(.101)

1.006

500만원 이상
-.060
(.090)

941 -.337*

(.103)
.714 .104

(.077)
1.110 -.026

(.111)
.974 -.195

(.105)
.823

보호자 학력
 .125**

(.045)
1.133  .056

(.048)
1.058 -.070

(.039)
.933 -.012

(.055)
.988 .010

(.053)
1.010

보호자 학업지원:

자녀 기대 학력
 .059
(.040)

1.060  .008
(.041)

1.008 -.051
(.035)

.950 .105*

(.049)
1.111 -.027

(.049)
.973

자녀 진학 지원
 .070
(.044)

1.072 -.004
(.047)

.996 .046
(.039)

1.047 .150**

(.056)
1.161 -.042

(.053)
.959

학교 활동 참여
 .093*

(.045)
1.098 .135*

(.048)
1.145 .081*

(.040)
1.084 .242***

(.055)
1.273 -.054

(.059)
.947

<표 7> 동아리 유형별 참여 관련 영향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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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학습/과학 예술 스포츠 방송/봉사/청소년 여가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계수 승산비

학교특성
소재지:

  읍면지역
 .278*

(.125)
1.321 .535***

(.108)
1.708 .328**

(.097)
1.388 -.048

(.144)
.953 -.053

(.136(
.949

학교 유형:

  남학교
 .105
(.127)

1.111 .271
(.147)

1.311 -.329***

(.093)
.720 .022

(.164)
1.023 .081

(.145)
1.084

  여학교
 .087
(.126)

1.091 -.091
(.110)

.913 -.027
(.123)

.973 .064
(.140)

1.066 -.361*

(.178)
.697

규모:

  500~1,000명
-.149
(.092)

.862 -.160
(.093)

.852 -.224*

(.078)
.799 -.018

(.113)
.982 .035

(.119)
1.036

  1,000명 초과
-.248
(.175)

.781 -.125
(.186)

.883 -.422**

(.143)
.656 -.244

(.181)
.784 .223

(.155)
1.250

상수
-2.168***

(.201)
.114 -2.163***

(.211)
.115 -.322

(.170)
.725 -3.321***

(.269)
.036 -1.627***

(.256)
.196

사례수 6,239 6,239 6,239 6,239 6,239
χ2 184.42*** 156.73*** 421.35*** 82.74*** 54.72***

Pseudo-R2 .037 .032 .062 .022 .016
* p < .05, ** p < .01, *** p < .001
주)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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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중학생의 동아리 활동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과 참여 동아리 

유형에 관련된 요인을 진단하였다. 중학생의 동아리 활동은 상급학교인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중요

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향후 대학 입학전형의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조영하, 임호용, 2012). 

이러한 점에서 중학생들이 얼마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지, 어떠한 유형의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

는지, 그리고 이러한 동아리 활동 참여가 학생특성과 가정환경특성 그리고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특성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는 것은 중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서 고른 기회를 갖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와 유사하게 

우리나라의 중학교에서도 동아리 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개인, 가정환경, 학교의 특성에 따라 동아리 

활동의 전반적 참여수준과 유형별 동아리 참여 가능성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동아리 활동 참여의 전반적 수준은 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계획과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

다. 일반계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보다 특목고, 자율고, 대안학교 또는 특성화고 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의 동아리 참여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목고, 자율고, 대안학교, 특성화고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이라는 별도의 입학전형이 있는 반면 평준화 지역의 일반계고는 별도의 입학전형이 없다. 

따라서 일반계고 이외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전형 요소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중 한 가지가 동아리 참여가 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숙제에 할애하는 시간과 학업성

취도가 동아리 활동 참여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는 선행연구 결과(McNeal, 1998; 최혜림 외, 

2019)와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고등학교 입학 전형을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 즉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업에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 더욱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에는 가정환경특성 중에서도 특히 보호자의 학업 관여 수준이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호자가 자녀의 학업,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

고 개입할 때 그 자녀는 동아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호자의 

학력, 경제력 등의 보유 자본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학교활동 참여 등의 실질적 활동을 통해 중학생

의 동아리 활동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McNeal, 1999; 김재희, 1999; 신혜원 외 

2013). 

동아리 활동 참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요인으로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

보다 동아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서울에 비해 지방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의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낮다는 신혜원 외(2013)의 연구 

결과와 상충될 수 있다. 그러나 신혜원 외(2019)의 연구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이 연구

의 대상은 중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위세 있는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의 고등학생이 유사한 조건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것과 달리 중학생은 주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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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지역의 경우 일반계고의 비율

이 높고 이에 따라 반드시 중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에 진

학할 수 있을 확률이 높은 반면, 읍면지역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수나 유형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전형 준비가 더 집중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

형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더 많을 수 있다. 또한, 읍면지역 

소재 중학교에서도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다 많은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

고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들을 고려하여 읍면지역 소재 중학생들의 동아리 

참여 수준이 높은 것에 대한 보다 명확한 원인 진단이 후속 연구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유형별 동아리 활동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가 학습/과학 동아리 

참여를 제외한 모든 동아리 유형에서 확인되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예술, 방송/봉사/청소년 동

아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스포츠, 게임 및 여가 동아리 참여

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미국 교육 맥락에서 진행한 McNeal(1998)의 연구 결과와 다

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대체로 유사하다. 그의 연구에서도 남학생은 스포츠 동아리에 참여

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학생은 응원단을 비롯하여 학술 동아리, 정부 관련 단체 참여와 같은 봉사 

동아리 등에 참여율이 더 높았다. 관습적으로 남성은 활동적 적극적 주도적 성향을 보이기를 기대 

받으며 여성은 조용하고 소극적이며 타인을 배려, 양육하는 지원적(supportive) 태도를 보여주기를 

기대 받는다. 스포츠 활동은 신체 활동이 많고 또래와의 협동, 경쟁을 통해 주도성, 리더십 함양과 

연결된다. 반면, 예술 활동은 개별화하여 진행할 수 있고 심미적 감각을 함양하는 데 효과적이다. 

즉, 스포츠와 예술은 각각 남녀의 성 역할 규범에 부합하는 활동으로, 이 두 활동에서 주로 여학생과 

남학생의 차이가 두드러짐은 학교의 교육 활동 선택에서 성 역할 규범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남학생들은 스포츠 동아리, 게임 및 여가 동아리 외 다른 동아리 활동에서 여학생보다 대부분 참

여 가능성이 낮았다. 특히, 학습/과학, 방송/봉사/청소년 등 학업 및 상급학교 진학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 참여가 여학생보다 저조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2000년대 대두되기 시작한 

'남학생 위기(boy crisis)'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Orr(2011)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육종단자

료인 유아기 종단연구(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y, ECLS)의 유치원 코호트 자료를 분석

하여 읽기, 합창, 예술 등 소위 여성성이 크다고 여겨지는 동아리 활동 참여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저자는 관습적으로 정의된 남성성 관련 규범이 학업적 성공에 필요

한 태도, 자질과 상충하며 남학생들은 학교에서 남성성을 강화하는 활동(예를 들면, 스포츠, 게임 

동아리)에 참여함으로써 학업적 성공과 더 멀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미국 맥락에서 그것

도 초기 사회화 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이와 비교하여 해석하는 것

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습/과학 동아리처럼 학습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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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 그 영향력을 자세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유형별 동아리 참여 여부에 가정환경특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의 학교 활동 

참여는 여가 동아리를 제외한 모든 유형의 동아리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

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습/과학 동아리 참여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이 높을수

록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 참여 가능성이 높았다. 여러 동아리 유형 중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

는 특정 조직 맥락에서 조직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활동 방송제작과 송출, 봉사활동을 수행하거나 

교외 청소년 단체와 연결하여 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교내 동아리보다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수 제한

이 있거나 참여에 따른 비용 투입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동아리는 학습/과학 동아

리와 더불어 입시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봉사활동 경험, 리더십 관련 활동 이력을 제

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 진학 정보에 예민한 보호자, 자녀의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 지원을 하는 보호자를 둔 가정의 학생들이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은 중학생의 예술 동아리 참여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월평균 

소득이 중간 수준 이상인 가정의 학생은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학생보다 스포츠 동아리 활동 참여 

가능성은 높고 예술 동아리 참여 가능성은 낮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왜 가정의 소득이 높은 학생

이 스포츠 동아리 활동의 참여율은 높아지고 예술 동아리의 참여 가능성은 낮아지는지 보다 엄밀한 

분석을 통해 밝혀야 하고, 그 결과를 통해 학생들의 동아리 참여의 기회가 가정환경특성에 의해 제

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학교특성은 방송/봉사/청소년 동아리 참여를 제외하고 다른 유형의 동아리 참여와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특히 학교 소재지에 따라 학습/과학, 예술, 스포츠 동아리의 참여 가능성에 차이가 있

었다. 읍면지역 학교가 도시 지역 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학습/과학, 예술, 스포츠 동아리 참여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앞서 동아리 참여 수준에서도 읍면지역 학생들이 도시지역 학생들보다 더 높은 

비율을 보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읍면지역은 지역에 보습학원을 비롯하여 예술이나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및 여가 기반 시설이 부족할 수 있다. 학교 밖에서 보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기회가 적은 경우,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에 학생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

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도시 지역은 학교 밖에 예술이나 체육 관련 자원이 더 풍부하고 

학교보다 시설의 질이나 교육의 질이 더 높을 수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회보다는 학교 밖 자원

을 활용한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와 학교를 둘러싼 환경적 차이

에 따라 어떤 학생들에게는 동아리 활동이 보완적 학습기회로 작동할 수 있어 지역별로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가정의 사회경

제적 배경, 학업성취도에 따른 개인의 자원이 부족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

다.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학습/과학, 봉사 동아리 등의 참여는 가정환경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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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호자의 학업 관여와 관심이 부족한 학생들이 학습/과

학, 봉사 동아리 참여 등 학업성취도 향상 및 상급학급 진학에 도움이 되는 기회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 수준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을 계획할 때 

동아리 활동 유형별 교육적 효과를 고려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공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학생 수

준에서 동아리 활동은 신중한 고민과 고려가 없이 선택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해 친한 친구와 같은 

동아리를 하는 것과 같은 우발적인 선택에 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아리 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이를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되도록 동아리 

활동 선택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동아리 활동 지도와 관련

한 상세한 지침이 확립되고 동아리 지도 교사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동아리 활동이 의

미 있는 자기주도적 학습 경험이 되도록 동아리 활동 전후 활동의 계획과 성찰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동아리 활동 참여율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도

록 학교의 시설, 자원 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 읍면 지역 학교 학생들의 동아리 참

여율이 높았고, 특히 예술 및 스포츠 동아리 참여율이 도시지역의 학교 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논의한 것처럼, 읍면지역은 학교 밖 예술 및 체육 인프라의 열세로 학교가 이러

한 활동의 중심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있다. 반대로 도시지역 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저조, 특히 

예술 및 스포츠 동아리 활동에 적게 참여하는 것은 도시지역 학교의 시설, 인프라가 읍면지역보

다 오히려 열악할 가능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의 특성을 생각하면, 최신 

설비, 시설이 갖추어졌더라도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모든 학생이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 

규모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다. 도시지역의 학교에서도 사교육의 도움을 받지 않고 공교육 내에

서 다양한 여가, 예술, 스포츠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동아리 활동이 특정 학교나 풍부한 개인적 자원을 갖춘 일부 학생의 전유물이 

아닌 모두가 누리는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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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o and What Shaped Middle Students’Participation and Choice 

of Club Activities*

******

Shim, Woo-jeong**

Paik, Sunhee***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rela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level of club activity 

participation and the type of clubs in which these students involved. A series of ordered and 

binary logistic analyses were conducted on the 5th year data of the Korea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3.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showed that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such 

as students’ high school planning and parental academic support significantly predicted the levels 

of students’ club participation. School location and size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Different 

factor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tudents’ choice of club activities. Of all factors, club 

activity choice was significantly and consistently dependent on  students’ sex. Single-sex middle 

school, particularly boys’ middle schools, tended to reinforce male students’ predisposition to 

choose sports or game/leisure clubs. Based on these findings, suggestions for providing middle 

school students with better opportunities for participating in club activities were made. 

Key words: club activiti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career 

activities, academic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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