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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그동안 추진실적

(2018.~2021.6.)

❍ 2018년 교복지원 조례 제정 및 교복지원

  - 고양시 자체 사업으로 하복비 10만원지원

❍ 2019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고양시 소재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고양시25%, 경기도25%, 

    경기도교육청 50% 재원 부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학생 현물(교복) 지원

   ·45개교(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포함) 9,568명 대상

     교육경비 703,062천원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소재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경기도 협력사업(고양시50%, 경기도50% 재원 부담)

   ·개인별 신청에 의한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원

   ·50명 14,465천원 지원

  - 고등학교(관내·외) 신입생 교복지원

   ·고양시 자체사업(고양시100% 재원 부담)

   ·개인별 신청에 의한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원

   ·9,476명 2,840,506천원 지원

❍ 2020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고양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고양시25%, 경기도25%,
     경기도교육청 50% 재원 부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학생 현물(교복)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소재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경기도 협력사업(고양시50%, 경기도50% 재원 부담)
   ·개인별 신청에 의한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원

   ·119명 30,216천원 지원

 - 고등학교(관내·외) 신입생 교복지원

   ·고양시 자체사업(고양시100% 재원 부담)

   ·개인별 신청에 의한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지원

    ·131명 39,300천원 지원 



구  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비 고
❍ 2021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고양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고양시25%, 경기도25%,

     경기도교육청 50%)

   ․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학생 현물(교복) 지원

    ․ 18,905명, 1,417,875천원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소재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경기도 협력사업(고양시50%, 경기도50%

   ․ 개인별 신청에 의한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원

   ․ 28명, 8,190천원 지원

  - 고등학교(관내·외) 신입생 교복지원

   · 고양시 자체사업(고양시100%)

   · 개인별 신청에 의한 1인당 30만원 교복구입비 지원

    · 11명, 3,300천원 지원

하반기 추진실적

(2021.7.~12. 실적) 

❍ 2021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고양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고양시25%, 경기도25%,

     경기도교육청 50%)

   ․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학생 현물(교복) 지원

    ․ 53명, 8,325천원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경기도 협력사업(고양시50%, 경기도50%  
   ․ 개인별 신청에 의한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원

   ․ 23명, 4,635천원 지원

  

2022년

상반기 추진계획

(향후 추진 계획)

❍ 2021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고양시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고양시25%, 경기도25%,

     경기도교육청 50%)

   ․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학생 현물(교복) 지원

    ․ 18,477명, 1,385,775천원 지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 경기도 협력사업(고양시50%, 경기도50%  
   ․ 개인별 신청에 의한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구입비 지원

   ․ 96명, 14,400천원 지원

   



❏ 시민참여(소통) 실적
(단위 : 회)

 공약 관련 회의 설명회, 민생탐방 전문가 자문 언론/방송 보도 기 타

❏ 연도별 투자계획(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26,305 0 2,062 6,406 6,129 5,854 5,854 0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실시

국비 0

도비 92 11 27 27 27

시비 10,920 2,062 4,157 1,613 1,544 1,544

기타 15,298 2,238 4,489 4,283 4,283

❏ 연도별 확보(집행)액 

(단위 : 백만원)

공약사업명 구분 계 기투자 ‘18.7. ‘19 ‘20 ‘21 ‘22.6. 임기후

계
24,850

(11,097))
6,505
(4,989)

6,129
(6,108)

6,108 4,187

A사업

국비
60,000

(40,000)

도비
74
(35)

110
(19))

27
(16)

18 15

시비
11,012
(6,299

2,062
(1,873)

4,157
(2,860)

10,000 3 15

기타
14,657
(6,636)

3,000
(2,000)

3,000 4,500 4,157

❏ 문제점 및 개선대책

❍ 문제점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은 개인별 신청에 의한 지원이므로 신청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복 지원 홍보 필요

❍ 개선대책

    - 고양시 홈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단체회의 등을 통한  

 교복 지원 홍보 추진

   - 고양시 소재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유선 교복 지원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