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  학교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임기구분 사업주체 신규여부 예산구분 시민소통 방법

임기내 임기후 국가 도 자체 민간 신규 계속 예산 비예산 설명회·공청회

○ ○ ○ ○ 만족도 조사 ○

중앙정부 
도움 필요성

해당없음☑ 도움필요(제도□ 재정□ 권한□)
전문가 자문

언론, 
방송보도, 기타

담당
주관 농업정책과장 홍상기 / 학교급식팀장 김응철 / 담당자 장정희 (☎ 930-7643)

협조 해당없음

□ 정책목표

 ❍ 학교급식 식재료 지역산 공급율 확대(‘21년 56% ⇨‘26년 80%)

 ❍ 지역산 농축수산물 학교급식 공급 인프라 개선

 ❍ 지역산 식재료 소비 유인 제공 및 인식 개선

□ 추진개요

 ❍ 추진 방향: 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급 체계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

 ❍ 추진 대상: 133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 학생 수: 11,000여명 

 ❍ 사 업 비: 1,700백만원(도 200, 시 1,400, 민자 100) 

 ❍ 사업내용

   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단체 저온창고 구축 지원

     - 계절 생산물 장기 저장을 통한 연중 공급 체계 구축

      ※ 관내 당근, 양파, 배추 등은 특정 계절에만 생산되나, 학교

급식에서는 연중 소비하기 때문에 현재 제철 농산물 이외에는 

타지자체에서 수급 중에 있음

   2. 지역산 농축수산물 소비 인센티브 지급

     - 지역산 농축수산물 학급지원센터 수수료(10%) 감면 추진

      ※ 2021년 학교급식 지역산 농축수산물 공급액 2,176백만원  

기준 센터 공급수수료(10%) 감면 시 수수료 수입 약 2억원 감소



   3. 지역농축수산물 공급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 보령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유통업체, 농가
       ※ 지역산 농산물 소비 촉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로컬푸드 직매장 연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강화

     - 만세보령영농조합법인 및 신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자 발굴

□ 연도별 추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추진

계획

·협의체 구성

· 저온창고 지원

· 지역산 

 수수료 감면

 (300백만원)

· 지역산 

 수수료 감면

 (300백만원)

· 지역산 

 수수료 감면

 (300백만원)

· 지역산 

 수수료 감면

 (300백만원)

· 지역산 

수수료 감면

□ 연도별 투자계획

재원 총계 기투자
임기중 투자계획 임기후

투자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6.

총 계 1,700 - 1,700 800 300 300 300

도 비 200 - 200 - 200

시 비 1,400 - 1,400 - 500 300 300 300

자 담 100 - 100 - 100

(단위 : 백만원)

□ 공약달성 확인지표

□ 타기관(부서) 협조 필요사항

 ❍ 해당없음

□ 기대효과

 ❍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를 통해 농축수산어민 소득 향상 기여

 ❍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산 식재료 공급을 통해 급식의 질 향상

확인지표 단위 목표 2022 2023 2024 2025 2026. 6. 임기후

학교급식 지역산 
식재료 사용율

금액 80% 58% 63% 68% 73% 8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