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

임기구분 임기내 사업주체 김천시

신규여부 지속사업 중앙정부 지원 제도·재정적 지원 필요

예산구분 예산 사업이행도(진도율) 이행후 지속추진

주관부서 농업유통과 협업부서 -

공약실명제 과장 김재경(2501), 담당 서경연(2526), 담당자 진병규(2515)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구현 및 로컬푸드 공급을 통한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위치 : 김천시 관내

  ❍ 사업기간 : 2018. 9. ~ 2022. 12.

  ❍ 소요예산 : 32,458백만원(국비 1,108 / 도비 6,524 / 시비 24,826)

  ❍ 주요내용

    ∙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

□ 추진실적

  ❍ 2018년 : 읍면지역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사업(449명 / 116백만원)

              동지역 초중학교 급식비 지원사업(7,117명 / 3,665백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14,319명 / 1,253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사업(2,230명 / 124백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897명 / 51백만원) 

  ❍ 2019년 :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사업(9,788명 / 2,497백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14,220명 / 1,534백만원)

             친환경농산물 유치원 급식지원사업(2,115명 / 120백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1,275명 / 66백만원)



□ 연차별 실적/계획

연도별 주요사업내용 비고

2018 - 읍면지역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사업 외 4개사업 5,209백만원 

2019

- 초·중학교 의무급식 지원 (9,788명 / 2,497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14,220명 / 1,534백만원)

- 유치원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사업 (2,115명 / 120백만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1,275명 / 65백만원)

2020
-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사업외 3개사업

- 로컬푸드 확대를 위한 용역 실시

2021
-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사업외 3개사업

- 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

2022
- 초·중학교 의무급식지원사업외 3개사업

- 공공급식 및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2년사업)

□ 연차별 투자수요

(단위: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A+B+C)

기투자
(A)

임기내 투자계획(B)
2022
하반기 
이후
(C)

소계 2018 2019 2020 2021
2022
상반기

계 32,458 27,786 5,209 4,217 5,044 8,644 4,672 4,672

국비 1,108 642 26 33 83 33 466.5 466.5

도비 6,524 5,605 554 1,149 1,376 1,607 919 919

시비 24,826 21,540 4,629 3,035 3,585 7,004 3,286.5 3,286.5

민자

기타

□ 문제점 및 대응계획

  ❍ 일반 급식재료는 입찰 과정을 거쳐 식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공급에 제한이 따름. 

   ⇒ 계약시 로컬푸드 식자재 우선납품 특수조건 부여

   ⇒ 공공기관, 지자체와 업무협약으로 로컬푸드 사용 협의 등



□ 기대효과

  m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급식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통해 로컬푸드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

  m 신선하고 안전한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지역민의 먹을거리 및 건강권을 수호 

  m 로컬푸드 식재료의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m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관내 학교, 유치원 등에 급식재료로 공급  

     함으로써 관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