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확대

사업구분
■임기 내
□임기 후

□신 규
■계 속

예산확보율 99.8%

세부사업명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추진상황
완 료

추진율
100%

GMO없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완 료 133%

1. 목 적

  ❍ 실질적 의무교육 이행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우수식재료 사용 지원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2. 주요내용

  ❍ 고등학교 전학년 중식 무상급식 시행

    - 2010년 초등학교 무상의무급식 전체 실시

    - 2012년 중학교 무상의무급식 전체 실시

    - 2017년 고등학교 3학년 중식 무상급식 도입

    - 2018년 고등학교 2,3학년 중식 무상급식 확대

    - 2019년 고등학교 전 학년 중식 무상급식 시행

    - 2020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식품비) 지원 시행

  ❍ GMO없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확대

    - 2011년 이후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에 따른 예산 지원

    - 2018년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 지원비 확대: 중식 1식 기준 250원

    - 2020년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 지원비 확대: 중식 1식 기준 250원⇒300원

    - 2020년 Non-GMO식품 지원사업: 중식 1식 기준 100원

    - 2021년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대상자 공·사립유치원 확대: 중식 1식 기준 300원

    - 2021년 Non-GMO식품 지원대상자 공·사립유치원 확대: 중식 1식 기준 100원

3. 연차별 목표 및 달성율

 공약사업 연도별 목표율

세부사업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18년
목표

누적
목표

19년
목표

누적
목표

20년
목표

누적
목표

21년
목표

최종
목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2개
학년

2개
학년

1개
학년

3개
학년

3개
학년

3개
학년

GMO없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250원 250원 250원 30원 280원 20원 300원



 공약사업 성과목표 및 추진율 

성과목표 지표 측정방법
(평가산식)

2021년 12월까지
성과 Ü연간목표대비 달성도 Ü최종목표대비 추진율 추진

상황
21년 성과 누적성과 세부사업별 공약달성율 세부사업별 공약추진율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무상급식 학년수 - 3개학년 100%
100%

100%
116.5%

완 료

GMO없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학생 1인당 
지원액 - 400원 100% 133% 완 료

 공약사업 예산 투자계획 대비 확보율                                  〔단위: 천원〕

4. 추진실적 및 성과

  ❍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 학년으로 확대

    - 2019년 고등학교 중식비 지원 확대 (2,3학년è전학년), 67개교 5만여명 무상급식 

지원, 자치단체 고 2~3학년 식품비 70% 지원

    - 2020년 고등학교 전학년 중식비지원, 68개교 4만 8천여명 무상급식 지원, 자치단체 

고 1~3학년 식품비 70% 지원

  ❍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친환경 지원금(A) 9,017,503천원 10,081,202천원 11,661,183천원 〇친환경 농산물(쌀,잡곡 등),
무항생제 난류, 계육 등
〇 20,21년은 

코로나19로 
급식일수 감소하여 
사용율 감소

학교 친환경 
집행액(B) 25,322,098천원 21,991,555천원 30,419,818천원

*친환경 식재료 
사용율(B/A) 281% 218% 260%

  ❍ 2020년 사립유치원 무상급식(식품비) 지원 확대

    - 사립 152개원, 18,867명, 9,929백만원 지원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투자
계획
금액
(A)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9,933,194 14,639,823 20,533,606 20,786,096 65,892,719

자  체 40,154,284 44,629,089 39,817,405 40,286,315 164,887,093
계 50,087,478 59,268,912 60,351,011 61,072,411 230,779,812

예산
확보
금액
(B)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9,933,194 14,139,469 20,329,621 20,510,463 64,912,747

자  체 35,570,853 43,637,524 41,653,331 44,754,141 165,615,849
계 45,504,047 57,776,993 61,982,952 65,264,604 230,528,596

확보비율(B/A) 90.9% 98.4% 120.1% 106.8% 99.8%

투자
금액
(C)

국가(국고,특교)
자치단체(시,구) 9,425,778 14,022,617 23,329,621 20,209,091 66,987,107

자  체 33,491,599 39,587,594 39,851,760 44,061,185 156,992,138
계 42,917,377 53,610,211 60,181,381 64,270,277 220,979,246

집행비율(C/B) 94.3% 92.7% 97.0% 98.4% 95.8%



  ❍ 2021년 Non-GMO식품 의무사용 품목 확대(4종→6종)

    - 사용의무 품목: 된장(청국장), 간장, 국간장, 고추장, 콩나물, 두부 6종

    - 사용권장 품목: 물엿(조청), 콩기름(현미유 등), 옥수수(캔) 3종

    - 사용자제 품목: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산물로 가공된 모든 식품

  ❍ 2022년 친환경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액 역대 최고 인상

    - 지원: 식품비(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 포함) 7.0%~7.6%, 운영비 10.2% 인상

    - 식품비: 유·초·중·특수 전년 대비 2.95%, 고 전년 대비 5.9% 인상

    - 친환경농산물식재료비: 유·초·중·고·특수 전년 대비 67% 인상

  ❍ 탄력적 학교급식 운영 시행

    - 코로나 감염병 확산 관련 학생 영양관리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자 급식을 희망

하는 초·중등 원격수업 지원학생에게도 무상 학교급식 시행 추진

    - 기간: 2021.3월 ~ 2021.2학기 전면등교 시행 전까지

    - 탄력적 급식 제공: 292교, 7,160명

5. 우수 사례

  ❍ 친환경 등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사업을 통해 광주산 친환경 쌀을 전량 구매하고 있어 

재배면적 및 생산량 증가

      ※ 광주지역 친환경 쌀 재배면적 및 생산량 현황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면적 258ha 284ha 610ha 492ha 460ha 552ha

농가수 315 320 513 295 310 366
쌀생산량 1,058톤 1,165톤 2,503톤 1,950톤 1,820톤 2,163톤

  ❍ 광주 학생 가정에 급식 꾸러미 지급

    - 상반기: 친환경 농산물 35,000원, 유·초·중·고학생 195,400명, 6,835,030천원 지원

    - 하반기: 온누리 상품권 30,000원, 유·초·중·고학생 199,533명, 5,985,720천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 및 지역 생산농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 급식전담 방역활동인력 지원

    - 내용: 광주시교육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사)광주경영자총협회가 함께 연계하여 「국민

취업제도 일경험프로그램」사업의 참여희망자를 학생들의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 급식전담 방역활동 인력으로 활용하는 적극행정 사업

    - 방역인력 고용 예산 22억 절감 및 396명 일자리 창출

  ❍ 코로나19 감염병 대비 방역활동 활성화

    - ‘21년도 2학기 전면등교 대비 학교 급식실 식탁 칸막이 설치 100% 달성(131교, 

647,605천원 지원)



6. 교육공동체 참여 실적                                    〔단위: 횟수〕

연도 설명회,공청회,연수 언론,방송 보도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 유관기관협력실적 기타

18~20년 14 7

21년 6 16 2 3

<21년 참여 실적>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및 급식 관계자 위생·영양·역량강화 연수 추진(6회)

  ❍ 2021학년도 친환경 쌀 공급업체 및 공급가격 결정(21.1.29.광주매일신문,무등일보,광남일보)

  ❍ 2021 학교급식 기본계획 시행(21.2.1, 연합뉴스, 뉴시스 外)

  ❍ 2021학년도 전면 등교 대비 방역인력 배치 등 방역관리지원계획 시행(21.6.24.광주일보 등 다수)

  ❍ 2021학년도 전면등교 대비 학교급식 특별점검 시행(21.8.17.국제뉴스 외)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및 급식 관계자 위생·영양·역량강화 연수 추진(6회)

  ❍ 급식전담 방역활동인력 및 친환경쌀 만족도 조사 추진(2회)

  ❍ 급식전담 방역활동인력, 입학지원금, 학교급식예산 교육협력사업 연계 추진(3건)

7. 애로사항 및 해결노력

  ❍ 2021년 학교급식 관련 교육협력사업을 통해 학교급식 경비 재원분담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와 교육청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22년도 1월부터 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함께 

TF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함. 

   - 학생 수 감소로 자치단체 식품비 지원액은 매년 감소 추세이나, 운영비·인건비 등은 물가 

상승과 함께 지속 증가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식품비, 운영비, 친환경식재료지원, Non-GMO

지원 예산을 통합 검토하여 식품비 물가 상승 등에도 안정적인 급식 제공이 되도록 재원 TF 

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

  ❍ 친환경 및 Non-GMO 식품비 지원 사업은 매년 집행비가 확대했으나, 20년, 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급식일수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률이 떨어짐.

  ❍ 친환경 우수식재료 지원 사업비는 광주광역시청과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청 단독으로 예산을 증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22

년도 역대 최대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다소 집행률 상승 가능

  ❍ Non-GMO식품비 지원사업은 국내산 농산물로 가공된 전통장류 및 식재료 6종 (된

장,간장,국간장, 고추장, 콩나물, 두부) 의무사용 위해 중식 1식당 100원 지원하여 

수입승인된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학교급식으로 사용 자제토록 함.

8. 향후 추진계획



  ❍ 무상급식 질 향상 및 GMO없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물가변동에도 안정적인 

급식 환경 조성 등을 위해 자치단체와 학교무상급식 재원분담 TF팀 구성하여 향후 

재원분담 비율 조정

  ❍ 학교무상급식 급별 지원단가 재조정 추진 

9. 담당부서 자체평가 의견

  ❍ 2019년 고교 전학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공약 추진 목표 달성 

   - 성장발달 단계에 적합한 균형잡힌 급식 제공을 위해 타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던 

학교 식품비 단가를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초등학교 2,687원, 중학교 3,153원, 

고등학교 3,163원)

   - GMO 없는 친환경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

  ❍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한 우리 지역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주관 재정복지과 급식복지팀 담당 김형록(380-4165)
담당자 최승종(380-4166)

담당자 박선희(380-4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