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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목표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개    요

  ❍ 사업대상: 관내 고등학교 36개교 24,776명

  ❍ 사업기간: 2018. 9. ∼ 지속

  ❍ 사업내용: 학기중 중식 지원(1식 지원단가: 3,850~4,870원)  

  ❍ 추진근거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  

 ❍ 이행 로드맵(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연도 추진일정 추진계획 비고

2018년     하  반  기
∘ 고등학교 의무(무상) 급식지원 계획 수립
∘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019년     연      간
∘ 1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020년~지속     연      간 ∘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 재정투입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A)
(B+C+D)

기투자
(B)

  민선7기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향후(D)
(2022년

하반기 이후)소계(C)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42,714 - 39,282 6,939 15,960 6,005 6,545 3,833 3,432



□ 목표달성 확인지표: 공약 이행률 100%

연도 확인지표 비중
(100%) 목표(A) 실적(B) 달성률

(B/A)×100

2018년 지원계획 수립
무상급식 지원 100 계획수립

무상급식 지원
7월 지원계획 수립
2학기 급식 지원 100

2019년 무상급식 지원 계속 무상급식 지원 1학기 자체 지원
2학기 분담 지원 100

2020년 무상급식 지원 계속 무상급식 지원 분기별 경기도
교육청과 분담지원 100

2021년 무상급식 지원 계속 무상급식 지원 분기별 경기도
교육청과 분담지원 100

□ 공약 이행사항
❍ 사업성과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지원계획 수립 지원계획수립

고등학교 무상급식 2학기
무상급식지원

1학기 자체지원
2학기 분담지원

분기별
분담지원

분기별
분담지원

분기별
분담지원

    ∙ 사업추진상황                                                               (백만원, 명)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금액 33,411 6,776 11,956 4,961 5,885 3,833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학생수 128,994 26,060 26,274 26,242 25,642 24,776

 ❍ 공약사업 이행상황

연도 구       분 주    요    내    용 시민참여

2018년 지원계획 수립
◦ 7월 : 고등학교 의무(무상)급식 지원계획
◦ 9월: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안교육기관 포함)
  -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2019년
~지속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 매년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 3월: 2019. 1학기 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 9월: 2019. 2학기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분담지원
◦ 2020. ~: 분기별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분담지원

   ❍ 민선7기 공약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률(E)
F/(B+C)×

100

집행액(F)
(G+I)

기투자
집행액(G)

민선7기
집행률(H)
(I/C)×100

  민선7기 연도별 재정 집행 현황

소계(I) 2018
하반기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상반기

시비 85.1% 33,411 - 84% 33,411 6,776 11,956 4,961 5,885 3,833

※ 공약사업 향후(민선8기) 예산 집행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예산 기투자 민선7기

집행액

  민선8기 연도별 재정집행 전망

소계 2022
하반기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상반기
시비 61,844 33,411 28,433 3,432 7,264 7,095 7,095 3,547

□ 기대효과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성장기 학생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