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3-가-1)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 확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학교 무상급식 추진) 
<선거공보 든든-03-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현황

    ○ 무상급식 지원 대상

 

    ○ 무상급식 지원 사업별 예산액

                                                          (2018 본예산 기준)

소규모 학교 지원
(100명 미만 초등)

농산어촌 학생 지원
(읍·면지역 초·중)

저소득층 자녀 지원
(초·중·고·특수)

시 자체 지원
(동지역 초등)

16,150명
7,993백만원

55,819명
28,293백만원

48,927명
27,691백만원

81,500명
39,390백만원

교육청 100%
교육청 50%

도 20%, 시·군 30%
교육청 100% 시 100%

    ○ 무상급식 지원율(지원인원): 70%(190,829명), 2018년 6월기준(유치원제외)

사 업 목 표

   ▢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 무상급식 분야에서 가장 낙후된 상황으로 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 반영

추진계획

   ▢ 고교 무상급식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

      -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초·중·고(특수 포함) 무상급식 추진

      - 무상급식 지원 사업 통합 및 재원 공동 부담 등

연도별 지원 대상

2019년 초·중학교(특수 포함) 전체

2020년 초·중학교(특수 포함) 전체 + 고등학교 1학년

2021년 초·중학교(특수 포함) 전체 + 고등학교 1, 2학년

2022년 초·중·고등학교(특수 포함) 전체

 ※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때까지 저소득층 자녀, 다자녀가정 학생 별도 지원

구분 지원 대상

전체 ▷ 초등학교, 읍·면지역 중학교 및 특수학교

일부
▷ 유치원, 동지역 중학교, 고등학교
   - 저소득층 자녀 및 다자녀가정 학생
   - 100명 미만 초 병설유치원 및 일부 지자체 자체 지원



 ※ 유치원의 경우 재원 부담 여력, 지자체의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무상급식 확대 시기 등 결정 

연도별 이행 계획                                       (금액단위: 백만원)

추진 내용 
연차 계획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무상급식 추진

물량(명) 190,620 222,188 241,969 257,187 911,964

금액 100,216 128,000 140,000 150,000 518,216  

이행률 확인지표

확인 지표 산출 근거
최종

목표

연차별 목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무상급식 추진

(지원 학생수/무상급식 
확대 대상 학생수)×100% 100% 100% 100% 100% 100%

※ 사업 구분: 임기 내 사업임

중앙정부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 필요여부

   ▢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무상급식 확대·시행에 어려움

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상급식 관련 재정 지원이 필요

기대효과

   ▢ 교육수요자(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

   ▢ 교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강화

주관부서 체육건강과 사업종류 신규사업

담 당 자 박정훈(☏474) 재원조달 자체예산, 지자체예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