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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ᆞ예술 활동으로 학업스트레스 날리고‘꿈ᆞ끼’키워요  

- 교육부,‘2015 학교체육ᆞ예술교육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 -

- 2015년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387만명, 학교예술교육 지원 2,987교 - 

- 학생 10명중 8명, 학교스포츠클럽ᆞ예술활동으로 긍정적 인성 변화 체감 -  

교육부는 ‘2015 학교체육ㆍ예술교육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80% 이상이 학교체육ㆍ예술 활동을 통해 학교적응력 및 교우

관계 개선 등 긍정적 인성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학교체육) 전국 초·중·고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참가 학생․교사․학부모 4,971명

(표집) 대상 설문조사(’15.12, 학교스포츠클럽리그지원센터․한국체육대학교)

(예술교육) 전국초․중․고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참여학생․교사․학부모 3,152명 대상

(2,704명 응답/응답률 85.8%)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16.1, ㈜나우러닝)

‘학교체육ㆍ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학교스포츠

클럽 및 오케스트라, 연극 등 다양한 체육․예술교육 활동을 경험하며 

즐겨 참여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확대 추진되어 왔다.

◦ 2015년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이 대폭 증가(387만명)하고 

오케스트라, 연극 등 다양한 예술 활동 기회 확대(2,987교)를 통해 

바람직한 인성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학교 현장에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확산시켜 왔다.

 학교스포츠클럽 만족도 및 긍정적 인성 변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만족도 증가> 

◦ 모든 학생들이 1종목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내 학교스포츠클럽을 지원한 결과, 전국 초·중·고 총 199,147팀,

3,878,938명이 참여하였으며 3년 연속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7시간 이상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 수 현황 (단위: 명) >

연도 초 중 고 전체 등록률(%)
2013 2,140,783 773,339 400,698 3,314,820 54.8

2014 2,307,483 964,869 515,049 3,787,401 65.2

2015 2,339,024 984,177 555,737 3,878,938 68.8

◦ 아울러, 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학생수는 ’14년 대비 지역 대회 

약 10만 여명, 2천 여팀, 전국대회 9백 여명, 12팀이 증가했다.

※ 지역대회: (’14) 422,753명, 42,562팀→ (’15) 526,183명, 44,647팀(103,430명, 2,085팀⇧)
※ 전국대회: (’14) 19,764명, 1,573팀 → (’15) 20,683 명, 1,585팀(919명, 12팀⇧)

◦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자 만족도 조사 결과, 학생 81.5%,

학부모 79.4%, 지도자 83.4%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만족도 조사 결과>

구분 학생 학부모 지도자

성별
남자 81.6 77.7 82.3

여자 81.5 81.2 84.5

학교급

초등학교 82.8 80.9 83.9

중학교 82.0 78.5 81.1

고등학교 79.5 79.1 83.3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효과성>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참여 학생의 학교생활 조사 결과, 86%의 학생이

‘교우관계가 좋아졌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으며(85%) 폭력적인 

행동이 자제가 되었다고(81.8%) 응답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학생

들의 관계 개선 및 학교폭력예방 효과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참여를 통해 인내심 향상(85.4%),

배려심 증진(84.6%), 자신감 증대(84.8%), 도전정신(86.2%) 등 긍정적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학교스포츠클럽리그를 통해

학생 스스로 인성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효과

항목
연도별 비교

‘14년 ‘15년 증감

교우관계 4.14(82.8%) 4.30(86%) +0.16(3.2%p)

사제간 사이 4.10(82%) 4.27(85.4%) +0.17(3.4%p)

선생님 말씀 순응 4.02(80.4%) 4.19(83.8%) +0.17(3.4%p)

학교자부심 4.30(80.6%) 4.25(85%) +0.22(4.4%p)

수업태도 3.86(77.2%) 4.02(80.4%) +0.16(3.2%p)

새로운 친구와의 교제 4.00(80%) 4.16(83.2%) +0.16(3.2%p)

학업성적 향상 3.49(69.8%) 3.70(74%) +0.21(4.2%p)

폭력적인 행동 자제 3.93(78.6%) 4.09(81.8%) +0.16(3.2%p)

인성함양 효과

항목
연도별 비교

‘14년 ‘15년 증감
인내심 4.05(81%) 4.27(85.4%) +0.22(4.4%p)
배려심 4.05(81%) 4.23(84.6%) +0.18(3.6%p)
자신감 4.04(80.8%) 4.24(84.8%) +0.20(4.0%p)
집중력 4.03(80.6%) 4.21(84.2%) +0.18(3.6%p)
도전정신 4.15(83%) 4.31(86.2%) +0.16(3.2%p)
효능감 4.06(81.2%) 4.24(84.8%) +0.18(3.6%p)
스포츠맨십 4.27(85.4%) 4.43(88.6%) +0.16(3.2%p)

학교예술교육활동 만족도 및 인성 함양 효과

 <학생들의 학교예술활동 다양화ㆍ만족도 제고>

◦ (학생) 초등학생 88.4%, 중학생 85.4%, 고등학생 85.3%가 학교예술교육 

활동 전반에 대해 높은 만족감(‘그렇다’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초등학생은 오케스트라(91.7%), 중ㆍ고등학생은 뮤지컬(90.2%, 92.4%)

활동에 특히 만족감을 보였다.

◦ (교사) 4개 영역에서 90% 이상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

냈고 특히,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력(95.5%), 학습능력(86.1%), 사회성(94.5%)

향상, 예술 활동을 통한 문제 해결에 도움(90.7%)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 학교예술교육활동 참여 만족도

구 분
<단위: 비율(%)>

학생 교사

초 중 고 교수자 
영역

학습자 
영역

교육 
내용

교육적 
가치

학생오케스트라 91.7 88.4 89.4 98.3 97.8 95.1 96.7

학생뮤지컬 82.9 90.2 92.4 90.8 91.8 92.2 87.0

학생연극 90.7 85.6 86.2 94.2 95.5 90.8 95.4

예술중점학교 - 77.5 72.1 98.7 97.9 95.8 94.8

분야별     평균 88.4 85.4 85.0 95.5 95.8 93.5 93.5

학교급․영역 평균 86.3 94.6

<학교예술교육활동 효과성>

◦ (효과성) 학교예술활동 참여를 통해 학생들은 예술향유능력(78.7%),

창의성 신장(78.8%), 인성 함양(86.6), 진로 탐색(80.5%)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성 함양) 특히, 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등 협력적 예술 활동을 

통해 또래관계 향상, 배려심 증진,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

하고 있는 등 예술 활동이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학교예술교육활동 효과성

구 분
<단위: 비율(%)>

예술향유능력 창의성 신장 인성 함양 진로 탐색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학생오케스트라 83.6 79.8 80.0 84.2 77.5 77.4 86.8 83.5 86.8 84.2 75.8 80.1

학생뮤지컬 72.4 80.5 84.6 78.1 82.3 83.3 87.4 85.2 90.7 76.9 82.7 88.5

학생연극 73.7 78.0 79.3 81.5 77.4 77.1 84.9 87.7 87.6 83.6 79.8 79.2

예술중점학교 - 79.4 76.0 - 74.4 71.2 - 87.0 85.2 - 76.9 76.5

분야별 평균 76.6 79.4 80.0 81.3 77.9 77.3 86.4 85.9 87.6 81.6 78.8 81.1

학교급 평균 78.7 78.8 86.6 80.5

▣ 인성 함양 효과성

구 분
<단위: 비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의사
소통
능력

또래
관계

학교
폭력
예방

배
려
심

학교
생활
도움

의사
소통
능력

또래
관계

학교
폭력
예방

배
려
심

학교
생활
도움

의사
소통
능력

또래
관계

학교
폭력
예방

배
려
심

학교
생활
도움

학생오케스트라 92.9 87.0 59.4 95.8 92.2 84.0 90.7 67.9 84.6 86.0 83.9 90.3 72.2 93.6 90.3

학생뮤지컬 98.7 86.8 67.9 90.1 80.6 86.9 86.9 76.0 84.3 86.9 92.2 93.2 84.9 90.3 88.4

학생연극 89.4 89.4 74.1 90.6 80.0 89.0 88.0 92.8 83.2 85.2 86.8 88.3 77.9 85.0 98.7

예술중점학교 - - - - - 87.2 89.7 85.5 88.6 88.2 90.3 88.4 63.3 90.4 95.2

분야별 평균 93.7 87.7 67.1 92.2 84.3 86.8 88.8 80.6 85.2 86.6 88.3 90.1 74.6 89.8 93.2



앞으로도 교육부는 ‘학교체육ㆍ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과 학교의 변

화를 이끌어낸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긍정의 사례들

을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학교체육ㆍ예술교육 활성화 현황

2. 학교체육ㆍ예술교육을 통한 긍정의 변화 사례

3. 학교체육ㆍ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요약)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승겸 연구관(☎ 044-203-6641), 

강민지 연구사(☎ 044-203-66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년도 급별 

 17시간이상 등록률

클럽수 전체학생수
(초2-고3) 

17시간이상
등록학생수
(초2-고3) 

 17시간이상
등록률

13 

초 2,347,692 2,140,783 91.2% 105,973
중 1,804,189 773,339 42.9% 48,750
고 1,893,303 400,698 21.2% 30,688
계 6,045,184 3,314,820 54.8% 185,411

14 

초 2,249,619 2,307,483 102% 110,808
중 1,717,911 964,869 56.1% 50,290
고 1,839,372 515,049 28% 33,586
계 5,806,902 3,787,401 65.2% 194,684

15 

초 2,260,586 2,339,024 103.5% 116,407
중 1,585,951 984,177 62.1% 50,390
고 1,788,266 555,737 31.1% 32,350
계 5,634,803 3,878,938 68.8% 199,147

붙임 1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 현황

 학교급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13~‘15년)
(‘15.12.31.기준, 단위 : 명, 팀)

  교육지원청단위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참가 현황(‘14~‘15년)

년도
구분

급별

정식종목 참가 학생수 기타종목 참가 학생수
총계

남 여 계 남 여 계

2014

초 106,486 64,140 170,626 11,905 9,877 21,782 192,408
중 104,399 48,033 152,432 5,265 4,054 9,319 161,751
고 48,710 16,513 65,223 1,491 1,880 3,371 68,594
계 259,595 128,686 388,281 18,661 15,811 34,472 422,753

2015

초 131,487 84,461 215,948 10,652 8,195 18,847 234,795
중 132,252 63,181 195,433 4,451 4,073 8,524 203,957
고 62,961 22,077 85,038 1,316 1,077 2,393 87,431
계 326,700 169,719 496,419 16,419 13,345 29,764 52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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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현황(‘14~‘15년)
(단위 : 명, 팀)

    급별

년도별

초 중 고 계

팀 참가인원 팀 참가인원 팀 참가인원 팀 참가인원

′14년 622 7,476 556 7,141 395 5,147 1,573 19,764

′15년 622 7,846 558 7,407 405 5,403 1,585 20,656

※ 급별 참가팀은 중 2팀(0.3%)., 고 10팀(2.5%) 증가

※ 급별 참가인원은 초 370명(4.9%), 중 266명(3.7%), 고 256명(4.9%) 증가

※ 년도별 참가팀은 12팀(0.7%), 참가인원은 892명(4.5%) 증가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학교 현황 

시․도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단위 : 교)

소계

예술강사
지원사업
(문체부 
협업)

합계
학생

오케스트라
학생

뮤지컬
학교

연극회
학생연극
동아리

예술교육
모델학교

예술중점
학교

지역연계
시범교육
지원청

지역연계
학교

서울 46 19 17 17 2 4 (3) 52 157 1,030 1,187

부산 36 12 10 10 2 0 (3) 283 353 495 848

대구 28 8 7 7 0 3 (4) 236 289 277 566

인천 31 11 8 8 2 2 (3) 181 243 252 495

광주 19 6 4 4 0 0 (2) 181 214 330 544

대전 17 5 4 4 1 1 (2) 30 62 221 283

울산 14 5 3 3 0 0 (1) 17 42 170 212

세종 3 2 1 1 1 0 (1) 16 24 40 64

경기 52 26 22 22 4 5 (6) 264 395 1,293 1,688

강원 34 12 8 8 0 1 (3) 63 126 463 589

충북 29 8 7 7 1 1 (3) 141 194 327 521

충남 32 11 10 10 1 2 (4) 115 181 556 737

전북 29 7 10 10 1 0 (3) 47 104 600 704

전남 38 15 11 11 0 0 (4) 180 255 640 895

경북 39 14 12 12 0 2 (3) 47 126 651 777

경남 39 15 12 12 1 2 (4) 94 175 723 898

제주 14 4 4 4 1 0 (1) 20 47 148 195

합계 486 176 146 146 17 23 (50) 1,967 2,987 8,216 11,203

  

 

 연도별 확대 현황(2013~2015)

붙임 2  학교체육ᆞ예술교육을 통한 긍정의 변화 사례

◦ 학교스포츠클럽, 오케스트라, 연극, 뮤지컬 등 다양한 학교체육ㆍ예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변화, 행복한 학교 문화 확산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249%로 ‘나․우리’의 가치 발견 (제주 대정서초)

◎ 전교생 79명의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249%로 

1인 평균 2.5개의 스포츠활동

 -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우리의 가치’를 깨닫는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자체 설문 조사 결과, ‘최선(100%)’, ‘상대 

존중(97.8%%)’, ‘동료배려(100%)’, ‘결과 인정

(100%)’, ‘판정 존중(100%)’의 가치를 깨닫고 익힘

 축구를 통해 인성을 키우다 (경기도 군포중학교)

◎ 군포중학교는 수요일 야간, 금요일 아침, 토요일 

오후 등 정기적으로 학교생활부적응 학생 및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사제 간, 선후배 간 축구를 

즐긴다. 

 - 전년도 대비학교폭력 횟수가 급격히 감소

 - 사제 간, 선후배간의 관계가 개선되어 밝은 학교 문화 조성

 학교스포츠클럽으로 건강을 찾고 자신감도 생기고  (경북 김천 석천중)

◎ 김천 석천중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티볼 등 다양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증진

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있다.

 - 건강우려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2% 감소

 - 스트레스 해소하고 자신감 상승

   

 치어리딩으로 다중지능 향상까지 (서울 광운전자공고)

◎ 광운전자공고는 전국최초의 고등학교 스턴트 치어

리딩팀을 개설·운영하여 특기를 계발은 물론, 다중

지능이 향상되는 변화를 보였다.

 - 2015년 한해 각종 치어리딩 대회에서 5회 우승

 - 다중지능 검사 결과, 신체지능(10.7%), 음악지능

(10.6%), 자기성찰지능(7.9%) 등에서 높은 변화가 

나타남



 함께 연주하며 소통을 배우다(강원 계촌초등학교)

◎ 전교생이 참여하는 현악 중심 오케스트라 활동을 통해 조화로운 정서 함양

 - '독도 음악회'는 월요일 6학년을 시작으로 금요일까지 점심시간 10분 간 독도 관련 

코너에서 평소 연습한 악기 연주 등 오케스트라의 조화로운 연주처럼 서로 아껴

주고 배려하는 생활로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 ‘대관령국제음악제’ 연주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의 클래식 음악 

문화를 이끄는 구심체 역할

 부적응 학생에서 뮤지컬 주인공으로(대구 서진중학교)

◎ 학교생활부적응 학생이었으나 학교의

뮤지컬 주인공으로 발탁되면서 학업

성적 향상, 금연, 교우관계 개선 등 

긍정적 변화, 뮤지컬 배우로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됨

 - 저소득층이 다수인 소규모 학교로 공연 

기부 활동을 통해 자신감ㆍ자존감 향상

 연극 활동을 통해 인성을 키우고 삶을 배워요(인천 연수고등학교)

◎ 연극동아리 활동을 통해 적극성, 협력 

및 소통능력 신장   

 - (학생인터뷰) “팀워크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어요. 혼자

튀어도 안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힘들다는 것도요. 미술실에서 

소품도 만들고 페인트칠도 하면서 

무더위에도 짬짬이 연습을 했어요. 정말 

연극은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웃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요. 연주를

하면서 함께 해냈다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학생오케스트라) 학생 OOO-

 “예술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배려하는 마음이나 인내심이 생겨요. 힘든 부분을

견디고 함께 만들어가야 작품이 되니까요. 그러

면서 바람직한 인성을 갖춰 가는 것 같아요.”       
                     -(학생뮤지컬) 교감 OOO-

 “예술 활동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학생연극회) 학부모 OOO-

 

붙임 3  학교체육ᆞ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요약)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자의 인성 함양 만족도 조사]

조사 개요

m (목적) 학교스포츠클럽 참여자의 인성 함양 만족도 실태 조사를 

통한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사업의 효과성 검증

m (대상) 학교스포츠클럽리그 및 대회 참여학생, 학부모, 지도자

조사 결과

m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여자 만족도 

구분
학생 학부모 지도자

평균 평균 평균

성별
남자 81.6 77.7 82.3

여자 81.5 81.2 84.5

학교급

초등학교 82.8 80.9 83.9

중학교 82.0 78.5 81.1

고등학교 79.5 79.1 83.3



학교생활적응 효과

항목
연도별 비교

‘14년 ‘15년 증감

교우관계 4.14(82.8%) 4.30(86%) +0.16(3.2%p)

사제간 사이 4.10(82%) 4.27(85.4%) +0.17(3.4%p)

선생님 말씀 순응 4.02(80.4%) 4.19(83.8%) +0.17(3.4%p)

학교자부심 4.30(80.6%) 4.25(85%) +0.22(4.4%p)

수업태도 3.86(77.2%) 4.02(80.4%) +0.16(3.2%p)

새로운 친구와의 교제 4.00(80%) 4.16(83.2%) +0.16(3.2%p)

학업성적 향상 3.49(69.8%) 3.70(74%) +0.21(4.2%p)

폭력적인 행동 자제 3.93(78.6%) 4.09(81.8%) +0.16(3.2%p)

인성함양 효과

항목
연도별 비교

‘14년 ‘15년 증감

인내심 4.05(81%) 4.27(85.4%) +0.22(4.4%p)

배려심 4.05(81%) 4.23(84.6%) +0.18(3.6%p)

자신감 4.04(80.8%) 4.24(84.8%) +0.20(4.0%p)

집중력 4.03(80.6%) 4.21(84.2%) +0.18(3.6%p)

도전정신 4.15(83%) 4.31(86.2%) +0.16(3.2%p)

효능감 4.06(81.2%) 4.24(84.8%) +0.18(3.6%p)

스포츠맨십 4.27(85.4%) 4.43(88.6%) +0.16(3.2%p)

m 학교스포츠클럽리그 참여를 통한 학생들의 인성 함양 효과성 [학교예술교육활동 참여 만족도 및 효과성]

조사 개요

m (목적)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및 성과 

분석을 통해 교육수요자의 정책만족도 제고 및 개선 방향 모색 

m (대상) ‘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 참여 학생ㆍ교원ㆍ학부모 대상 표집 조사

(기간: ’15.11.25~12.11)

※ 전국초․중․고학교예술교육지원사업참여학교(2,987교) 학생․교사․학부모 3,152명

대상(2,704명 응답, 응답률 85.8%)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분석(’16.1, ㈜나우러닝)

조사 결과

m 학교예술교육활동 참여 만족도

구 분
<단위: 비율(%)>

학생 교사

초 중 고
교수자 
영역

학습자 
영역 교육 내용

교육적 
가치

학생오케스트라 91.7 88.4 89.4 98.3 97.8 95.1 96.7

학생뮤지컬 82.9 90.2 92.4 90.8 91.8 92.2 87.0

학생연극 90.7 85.6 86.2 94.2 95.5 90.8 95.4

예술중점학교 - 77.5 72.1 98.7 97.9 95.8 94.8

분야별     평균 88.4 85.4 85.0 95.5 95.8 93.5 93.5

학교급․영역 평균 86.3 94.6



m 학교예술교육활동 효과성 및 인성 함양 효과

구 분
<단위: 

비율(%)>

학교예술활동 효과성
예술향유능력 창의성 신장 인성 함양 진로 탐색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학생오케스트라 83.6 79.8 80.0 84.2 77.5 77.4 86.8 83.5 86.8 84.2 75.8 80.1
학생뮤지컬 72.4 80.5 84.6 78.1 82.3 83.3 87.4 85.2 90.7 76.9 82.7 88.5
학생연극 73.7 78.0 79.3 81.5 77.4 77.1 84.9 87.7 87.6 83.6 79.8 79.2
예술중점학교 - 79.4 76.0 - 74.4 71.2 - 87.0 85.2 - 76.9 76.5

분야별 평균 76.6 79.4 80.0 81.3 77.9 77.3 86.4 85.9 87.6 81.6 78.8 81.1

학교급 평균 78.7 78.8 86.6 80.5

구 분
<단위: 비율(%)>

인성 함양 효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의사
소통
능력

또래
관계

학교
폭력
예방

배
려
심

학교
생활
도움

의사
소통
능력

또래
관계

학교
폭력
예방

배
려
심

학교
생활
도움

의사
소통
능력

또래
관계

학교
폭력
예방

배
려
심

학교
생활
도움

학생오케스트라 92.9 87.0 59.4 95.8 92.2 84.0 90.7 67.9 84.6 86.0 83.9 90.3 72.2 93.6 90.3
학생뮤지컬 98.7 86.8 67.9 90.1 80.6 86.9 86.9 76.0 84.3 86.9 92.2 93.2 84.9 90.3 88.4
학생연극 89.4 89.4 74.1 90.6 80.0 89.0 88.0 92.8 83.2 85.2 86.8 88.3 77.9 85.0 98.7
예술중점학교 - - - - - 87.2 89.7 85.5 88.6 88.2 90.3 88.4 63.3 90.4 95.2

분야별 평균 93.7 87.7 67.1 92.2 84.3 86.8 88.8 80.6 85.2 86.6 88.3 90.1 74.6 89.8 9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