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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급식 바우처」신청 안내
www.gyeseong1882.es.kr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협력으로 원격수업과 탄력적 희망급식의 사각지대에 있는
결식우려학생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희망급식 바우처」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작성 후 아래 신청서와 함께 2021. 5. 13. 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하셔야 바우처 지원이 가능합니다.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1. 운영기간 : 2021. 5. 20.(목) ~ 7. 16.(금), 30일 이내 미등록시 포인트 폐기
2. 바우처 지원 금액 : 100,000원
3. 지원대상 : 초․중․고 학생 중 원격수업으로 학교에서 매일 급식을 제공 받지 못하는 학생
4. 【제외대상】 매일 등교하여 학교급식을 제공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는 학생
(예) 초등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소규모학교, 꿈나무카드(지자체 지원), 탄력적 희망급식,
돌봄 등 중식지원
5. 지원방법 :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 지원, 기한 내 미사용시 포인트 소멸
바우처신청 휴대폰에 제로페이 결제앱 설치(PLAY 스토어 등에서 제로페이로 검색하여 1개 설치)
⇒ 본인 인증 ⇒ 핀번호 입력, 포인트 등록(자동생성) ⇒ 편의점에서 사용
※ 문의 : 제로페이 고객센터 1670-0582(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휴무), 120다산콜센터(24시간)
6. 바우처 사용 방법(서울 시내 편의점 6개 업체), 1일 사용한도액 없음
o 사용처 :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24, 이마트24
- 야구장내 , 한강변 편의점 등 일부에서 사용 불가
o 사용 가능 : 도시락(나트륨 1,067mg 이하), 과일, 흰우유, 두유, 야채샌드위치, 과채쥬스, 샐러드,
떠먹는 요거트, 훈제계란, 김밥(삼각김밥 제외) 류
o 편의점 업체와의 협력으로 포인트 사용시 현장에서 10% 즉시 할인(110,000원 상당 사용)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신청시 입력사항
학생 정보
학교

학년

반

바우처 수령자 정보(학생 보호자)
번호

성 명

성 명

휴대폰 번호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UB6PbvMt1yQm6M_FuVVlUT_lwaQmocE7b7Gt
o0hSScQ_TcQ/viewform?usp=sf_link
* 만14세 이상 학생 : 학생 본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로 바우처 신청
* 만14세 미만 학생 : 보호자(학부모 등) 휴대폰번호로 바우처 신청
* 만14세 미만 학생이면서, 자녀(학생)이 혼자 편의점에서 바우처 사용하는 경우
- 보호자(학부모 등)가 상품권 수령 후 ‘자녀 선물하기 시스템’에서 신청(6. 1. 이후 가능)
* 지급 불가 : 타인 명의의 휴대폰번호(본인 인증 가능해야 함), 휴대폰번호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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