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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처럼 따스한 맘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어린이
http://www.bitgaon.es.kr 학교 전화번호 : 02-2169-1400

빛가온초 2021-239호

2022학년도 빛가온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 안내
예비 학부모님께
2022학년도 자녀의 빛가온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을 아래와 같이 비대면(줌(ZOOM) 접속) 실시
하오니 취학통지서에 명시된 발행번호를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시간에 꼭 자녀와 함께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취학 아동 확인 후에는 12.24(금)까지 취학통지서를 학교 정문 앞 수합 장소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고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 자료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온라인) 예비소집 일정>
※ 비대면 예비소집 일시: 2021.12.23.(목) 14:30~ (시작 시간에 맞춰 접속)
※ 비대면 예비소집 방법: 줌(ZOOM) 접속 / 회의 암호(아이디별 동일): 1400
※ 줌 접속 시 참가자 이름은 「발행번호+학생성명(예: 01 ○○○)」으로 입력하여 접속
※ 취학통지서 제출 및 안내자료 수령: 2021.12.24.(금) 14:30~16:30
취학통지서

줌(ZOOM)

취학통지서

줌(ZOOM)

취학통지서

줌(ZOOM)

발행번호

회의 아이디

발행번호

회의 아이디

발행번호

회의 아이디

01~10

587 335 7150

111~120

806 354 1090

221~230

760 048 1921

11~20

392 897 5566

121~130

318 648 4626

231~240

292 085 2825

21~30

602 226 0628

131~140

420 908 0884

241~250

739 494 4750

31~40
41~50

889 025 4419
918 149 0964

141~150
151~160

661 876 5034
241 322 5172

251~260
261~270

514 619 7236
991 080 2668

51~60

505 382 5573

161~170

445 998 6369

271~280

987 508 8847

61~70

543 010 7058

171~180

563 485 6855

281~290

649 475 9647

71~80
81~90

840 716 7778
346 086 4392

181~190
191~200

593 872 3688
606 060 5690

291~300
301~310

442 140 3610
819 653 7031

91~100

716 182 9010

201~210

308 719 5943

311~319

765 470 2732

101~110

254 521 5469

211~220

620 462 6808

박달2동 1~8

484 980 4755

※ 12.24.(금) 취학통지서 제출 일정
취학통지서 발행번호

1~80, 및
박달2동 거주 신입생
81~160
161~240
241~ 319

일시

장소

2021.12.24.(금), 14:30~15:00
2021.12.24.(금), 15:00~15:30
2021.12.24.(금), 15:30~16:00
2021.12.24.(금), 16:00~16:30

빛가온초등학교 정문

<유의사항>
1. 12.23.(목) 줌 접속 시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꼭 자녀분과 동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줌(ZOOM) 접속은 웹카메라(스마트폰, PC, 노트북, 등)가 갖춰진 장비를 통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정 내에 영상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거나 비대면(온라인) 예비소집 참석이 불가능한 가정에서는
학교로(02-2169-1400, 교무실) 사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동 확인을 마친 가정에서는 취학통지서를 12.24.(금)까지 빛가온초등학교 정문 앞 취학통지서
수합함에 제출하여 주시고 신입생 학교생활 안내 자료를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학통지서는 입학하는 학생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12월 24일(금)까지 꼭 제출해 주세요.
또한 취학통지서에는 연락 가능한 두 개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생과의 관계 표시하여 가정
에서 미리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010-0000-0000(부), 010-0000-0000(모) 등)

5. 신입생 안내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www.bitgaon.es.kr), 투게더 알리미 앱, 문자메세지를
통하여 공지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안내 사항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붙임 투게더알리미 앱 설치 안내문에 따라 앱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 카카오톡 메시지의 ‘제이티 아이알리미’ 알림톡
안내로 발송됩니다.)

2021. 12. 06.

빛가온초등학교장

2022학년도 빛가온초등학교 신입생 안내 사항을 위한 투게더 알리미 앱 설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교의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정에 전달하고 가정과 원활히 소통하는 학교가 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 서비스(가정통신문, 공지(안내)사항, 알림장 등) ‘투게더 알리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예비신입생에게 안내하는 여러 가지 안내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와 투게더 알리미 앱을 통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투게더 알리미 앱을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게더 알리미 앱 설치 및 가입 방법 ※

▷ 앱 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창에
‘투게더알리미’라고 검색하여 나오는
‘투게더알리미’ 앱을 다운받습니다.

① 가입구분에서 학부모 선택 후
② 학생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①

③ 학교 정보에서 ‘빛가온초등학교’를 입력 후

②

학교검색을 누른 후
④ 하단에 ‘경기 빛가온 초등학교’를 확인 후

③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④
⑤ ④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면 학생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변경되며 학생정보의 학년을
눌러 나오는 화면에서 ‘예비신입생’을 선택합니다.

⑤

⑥
아동명

⑥ 취학아동명과 보호자명을 입력합니다.
(학생추가 버튼은 쌍생아일 경우 추가하여

보호자명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⑦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안내
동의 체크 후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⑦
⑧ 회원가입 완료 화면이
나오면 ‘메인으로’ 버튼을

⑨

누릅니다.
⑨ 메인화면에서는 그동안
발송된 학교 가정통신,
공지사항이 나오며
예비신입생 안내사항은
‘우리반’ 아이콘으로

⑧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예비 신입생 안내 사항만 모아서 확인하려면
하단의 ‘우리반소식’을 누르면
예비신입생 관련 안내사항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 본교 안내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 투게더 알리미로 기본적으로 안내되며 상황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
로도 안내됩니다.
휴대폰 메시지 안내 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제이티 아이알리미’알림톡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