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 4-54-54-54-54-54-54-54-5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친환경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학교급식 확대를 확대를 확대를 확대를 확대를 확대를 확대를 확대를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통한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먹거리 먹거리 먹거리 먹거리 먹거리 먹거리 먹거리 먹거리 공급공급공급공급공급공급공급공급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유형별 재원별 기간별 진행률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임기 내 임기 후

100%○ ○ ○  

진 행 단 계

미착수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부진) 보류 폐기

 사업개요

 ❍ 대    상: 관내 초·중·고교

 ❍ 내    용: 학교급식 친환경·우수 가공식품 사용 차액지원

 ❍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

 ❍ 지원방법: 친환경 가공식품 사용 희망학교로 지원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시비 970 100 170 200 250 250

《 변경내역 》

기  존 변  경

❍ 지원방향: 매년 품목을 구분하여 친환경 

가공식품 확대 지원

❍ 사업기간: 2018년 ~ 2021년

❍ 사 업 비: 2,038백만원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시비 2,038 175 248 373 621 621

❍ 지원방향: 학교가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친환경 가공식품 종류 확대 지원

❍ 사업기간: 2018년 ~ 2020년

❍ 사 업 비: 970백만원

❍ 연차별 투자소요액        (단위: 백만원)

구분 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시비 970 100 170 200 250 250

〔절차〕 공약 변경 검토보고(2020.2.6.) → 시민정책단 변경 승인(2020.8.28.)  

〔사유〕 친환경 가공식품을 매년 품목을 구분하여 지원 계획이었으나 학교별 

원하는 품목과 종류가 상이하여 품목을 혼합하여 친환경 가공식품 종류 
확대 지원으로 변경



 연도별 성과지표 

기

존

최종목표  전체 가공식품 친환경 우수물품으로 공급 완료(2021년 12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가공식품 친환경 우수물품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장류 등 가공식품(40여개 품목) 추진
30

2019년 ○ 가루류 품목 확대(40여개) 20

2020년 ○ 냉동류 품목 확대(40여개) 20

2021년 ○ 양념류 품목 확대(40여개) 30

2022년 ○ 지속 지원 -

변

경

최종목표  전체 가공식품 친환경 우수물품으로 공급 완료(2020년 12월)

연도별 추진계획 비중(%)

2018년
○ 가공식품 친환경 우수물품 공급 기본계획 수립 

 ○ 장류 등 가공식품 품목 추진
30

2019년
○ 장류, 가공식품, 가루, 냉동, 양념류 추가 품목 확대

(6개→16개 종류)
20

2020년
○ 품목을 혼합하여 학교가 필요로 하는 품목 지정

(16개→ 70개 종류 확대)
50

2021년 ○ 지속 지원 -

 추진실적

❍ 2019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 확대 지원

- 지원품목: 16개 품목(면류, 가루류 등)

- 친환경 학교급식 지역배송 업체 선정: 2019. 1월

- 식재료 차액지원 위탁운영비 지급(공동급식지원센터): 2019. 4월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 2019. 3 ~ 12월

❍ 2020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 확대 지원

- 지원품목: 70개 품목(면류, 가루류, 소스류, 장류 등)

- 식재료 차액지원 위탁운영비 지급(공동급식지원센터): 2020. 3월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 2020. 1 ~ 12월



❍ 2021년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 확대 지원

- 지원품목: 69개 품목(면류, 가루류, 소스류, 장류 등)

- 식재료 차액지원 위탁운영비 지급(공동급식지원센터): 2021. 2월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 2021. 1 ~ 12월

 예산확보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확보액 집행액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839 839 574 574

2018년 175 175 70 70

2019년 170 170 150 150

2020년 210 210 153 153

2021년 284 284 201 201

 향후계획

❍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제공: 2022. 1월 ~ 계속

[평생교육과]
직 과장 팀장 담당자

성명 김은영 강철수 이지혜
연락처 345-2270 345-2271 345-22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