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53-2 무상교복 실현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전체 사업진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100 2019. 12. 교육청소년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부터 ~ 지속

  ○ 지원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수원 소재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 (관외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입학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한 당해 연도 신입생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300,000원

  ○ 지원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현물지원(학교주관공동구매)

    ∙ (관외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현금지원(신청인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관내 중‧고등학교) 학교별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 (관외 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 인터넷 접수(수원시 홈페이지)

  ○ 재원비율

구  분 지원대상 시(%) 도(%) 도교육청(%)
2018년 중·고등학생 (관외  포함 ) 100

2019년 

관내  중학생 25 25 50

대안교육기관 (중 ), 관외  중학생 50 50

고등학생 (관내·관외 , 대안교육기관 ) 100

2020년

2021년

관내 중·고등학생 25 25 50

대안교육기관 (중 ‧고 ), 관외  중학생 50 50

관외  고등학생 100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 집행(d) 계획(e) 집행 계획(f) 계획(g)

계 34,959 0 6,220 5,985 6,945 6,736 7,446 7,392 7,423 6,700 7,423 0

국   비 12,712 1,708 1,655 3,686 3,685 3,686 3,350 3,686

도   비 6,410 878 837 1,864 1,851 1,861 1,675 1,861

시   비 15,837 6,220 5,985 4,359 4,244 1,896 1,856 1,876 1,675 1,876

민간자본 0



3. 연도별 성과지표   

 ○ 2018년 ~ 2020년

성 과 지 표 단위
성과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백만원 5,985 4,244 1,856

누적 추진율 % 100% 100% 100%

 ○ 2021년 이후

성 과 지 표 단위

성과지표

2021년 2022년
6월까지

2022년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고 신입생 교복 지원 백만원 1,675

누적 추진율
목표 % 100% 100% 100% 100% 90% 100%

현재 % 100% - - - - -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2018. 7. ~ 2021. 3. 31.)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2018년 : 5,985백만원 / 중‧고등학교 신입생(관내‧관외‧대안)

 ⦁2019년 : 4,244백만원

  - 중학교 55개교 / 827백만원  

  - 고등학교 신입생(관내‧관외‧대안) / 3,417백만원

 ⦁2020년 : 1,856백만원

  - 중학교 55개교 / 921백만원  

  - 고등학교 42개교 / 922백만원

  - 대안교육기관 및 관외 중‧고 신입생 / 13백만원

 ⦁2021년 : 1,675백만원

  - 중학교 56개교 / 851백만원  

  - 고등학교 42개교 / 824백만원

5. 사업변경내역 (2018. 7. ~ 2021. 3. 31.) : 해당없음



6.「2020년 하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시‧도‧교육청의 협력지원사업으로 3기관의 

굳건한 협의체제 구축 및 운영 유지로 지속

적인 교복지원사업 추진되어야 함

⦁유관기관의 학교와 교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컨설팅 유지 필요함

⦁시, 도, 교육청 3기관의 협력 대응지원사업으로 

지속적인 교복지원사업 추진

⦁교복업체 설명회, 제안서 평가, 선정 평가표를 바탕

으로 공정한 교복업체 선정

⦁교복선정위원회를 통한 교복 품질 관리

⦁불공정거래 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조치 

7. 문제점 및 대책 : 해당없음

8. 향후추진계획 

 ○ 2021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지원금 신청접수 : ~ 2021. 12. 10.

 ○ 2021년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교복지원금 지급 : 2021. 5월 ~ 12월

 ○ 2021년 관내 중·고등학교 교복지원금 정산 : 2022. 1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최승래 2193

교육정책팀장 김하수 2195

주무관 이승혜 2388



2-5-53-1 무상급식 실현 

사업구분 완료종료 완료지속추진 추진중
(전체 사업진도율(%)) 목표연월 담당부서 비고

약속 - ○ 100 2019. 12. 생명산업과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1년

 ○ 사업대상 : 관내 고등학교 1 ~ 3학년 재학생

   ∙ 전체 45개교(공립 31, 사립 13,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고등학교) 1개교)

   ∙ `18년 고3학년, `19년 8월까지 고2~3학년, `19년 9월부터 고1~3학년 전학년 확대

 ○ 사업내용 : 학기 중 무상급식(중식) 지원

 ○ 산출기초 : 학교별 학생 수×지원단가(급식인원에 따른 차등)×급식일

 ○ 소요예산 : 77,386백만원(2021년까지)

 ○ 예산분담(시·도·교육청 대응지원)

   ∙ 2018년 : 시비 100%

   ∙ 2019년 : (1 ~ 8월) 시비 100%

             (9 ~ 12월) 교육청 50%, 도비 15%, 시비 35% 

   ∙ 2020년 : 교육청 52%, 도비 20%, 시비 28%

   ∙ 2021년 : 교육청 52%, 도비 20%, 시비 28%

    ※ 평생교육시설: 시비 100%

2. 예산투자현황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g합계)

기투자
(a)

2018.7월~12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월까지 2022.7월이후

확보 집행(b) 확보 집행(c) 확보 집행(d) 계획(e) 집행 계획(f) 계획(g)

계 109,797 0 2,261 2,261 19,115 19,115 23,923 23,923 32,087 11,134 16,206 16,205

교육청 52,442 6,006 6,006 12,299 12,299 17,283 5,794 8,427 8,427

도   비 19,662 1,802 1,802 4,731 4,731 6,647 2,228 3,241 3,241

시   비 37,693 2,261 2,261 11,307 11,307 6,893 6,893 8,157 3,112 4,538 4,537

민간자본 0

【변경사유】  

 ○ 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액 변경



3. 연도별 성과지표  

 ○ 2018년 ~ 2020년

성 과 지 표 단위
성과지표

2018년 2019년 2020년

당초 학교급식 지원 금액 2,261 19,115 32,566

변경 23,923

누적 추진율 % 100% 100% 100%

 ○ 2021년 이후

성 과 지 표 단위

성과지표

2021년 2022년
6월까지

2022년
7월이후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당초 학교급식 지원 금액 8,103 8,103 8,103 8,102 16,206 16,205

변경 8,022 8,022 8,022 8,021 - -

누적 추진율
목표 % 100% 100% 100% 100% 100% 100%

현재 % 100%

【변경사유】 

 ○ 2020년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인원 조정 및 원격수업 전환에 따른 예산 감소

 ○ 2021년  

   ∙ 당초 2021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소요예상액 대비 2021년 본예산 감액  

      편성에 따른 상태 반영(추경 시 증액 예정)

【임기내 미완료 사유】

 ○ 해당없음

4. 성과지표별 추진현황 (2018. 7. ~ 2021. 3. 31.)

성 과 지 표 추   진   현   황

⦁학교급식 지원

 ○ 분기별 급식경비 지원(실급식인원 × 지원단가 × 실급식일수)

  ⦁2018년 : 2,261백만원

  ⦁2019년 : 19,115백만원

  ⦁2020년 : 23,923백만원

  ⦁2021년 : 11,134백만원



5. 사업변경내역 (2018. 7. ~ 2021. 3. 31.)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시기

해 당 없 음

 

6.「2020년 하반기 좋은시정위원회 평가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추진실적

개선 및 제안사항 추진실적(추진계획 포함)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른   

  무상급식 1인 단가비 책정  

  등 조정 필요 

⦁학교급식 지원단가 항목(식품비, 운영비, 인건비)에 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한 지원단가를 책정하여 급식학생수별 지원

⦁도교육청 및 도청 급식관련

  부서와 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대한 협의 및 검토를

  통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교육청·도·시군 간의 지속적인 예산분담 협의를 통하여 

  고교 무상급식 재원 확보 노력

  - 2021년 교육청 52%, 도비 20%, 시비 28%

⦁예산분담에 대한 꾸준한 협의체 

  운영 유지 필요 
⦁예산 경감을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지속적 협의체 운영 추진

⦁유관기관의 식품의 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주기적 컨설팅 

  유지 필요 

⦁경기도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 참여 및 한우고기 유전자 검사,

  쌀 도정시설 점검과 수원시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학교급식 식자재 

안전성 검사 및 공동구매 업체 선정, 급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식품의 질 개선 및 안전성, 투명성 확보

 

7.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 해당없음

 【대  책】  

 ○ 해당없음

 

8. 향후추진계획 

 ○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지속 실시(시·도·교육청)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 정책실명제
담당부서 직(직급) 성  명 전화번호

생명산업과

생명산업과장 김인배 2860

식생활개선팀장 김철주 2271

주무관 송성윤 3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