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 감동, 어울림이 있는 행복한 현촌교육 ’구현을 위한

2021 신입생 예비소집 워킹스루 안내
현촌초등학교

1. 일시: 2020. 12.23(13:30~16:00) 발행번호별 지정 시간
가. 학부모님께서는 취학통지서를 참고하셔서 발행번호의 해당 시간 30분 중에 편한 시간으
로 분산하여 참여해 주세요.

발행번호

운영시간

2 ~ 40

13:30~14:00

41 ~ 80

14:00~14:30

81 ~ 120

14:30~15:00

121 ~ 144, 330 ~ 350

15:00~15:30

351~383, 번호미부여

15:30~16:00

나. 운영 예시: 발행번호 81번의 경우 30분(14:30~15:00) 중 희망시간에 참석, 선착순 접수
번호미부여(전입) 아동 30분(15:30~16:00) 중 희망시간에 참석, 선착순 접수

2. 이동경로 : 정문(입장) → 1층 실외 필로티 (선착순 제출 및 접수) → 후문(귀가)
3. 당일 제출 서류 및 학교배부자료 안내
제출자료

(가정→학교)

(워킹스루)

취학통지서 제출 시 유의사항

당일 배부 자료

(중요: 보호자연락처, 개인정보동의 기록)

(학교→가정)

＊ 학교생활 안내책자
＊ 학교생활 안내문
＊ 가정통신문 5종
＊취학통지서
＊학생기초조사서
＊기본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학부모 동의서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오후돌봄교실 참여 신청 안내
- 수익자부담경비 납부 방법
신청안내
- 취학전 예방접종 안내
＊ 마스크목걸이 1개

4 . 예비소집일 응소 유의사항
가.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꼭 자녀와 동행하여 방문해 주세요
☞ 자녀 동반이 어려운 경우 학교로 문의(☎617-8602) 부탁드립니다.
나. 취학통지서에 보호자연락처, 개인정보기록동의를 꼭 적어오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마스크(KF80 또는 KF94) 착용 필수입니다.
라. 실내로 입장 없이 실외에서 워킹스루로 운영되오니 따뜻한 복장으로 참여해 주세요.
마. 접수처에서 거리두기로 줄을 서실 경우 대화 및 접촉을 삼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 아동 및 학부모가 코로나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폐렴 등)이 있거나 자가격리 혹은 확진으로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
로 문의(☎617-8602) 부탁드립니다.
▶ (의심증상자) 유선으로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 후 의심증상 해소 후 예비소집 응소
▶ (자가격리자) 유선으로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 후 격리기간 종료 후 예비소집 응소
▶ (확진자) 완치 이후 취학 절차 안내

5. 2차 예비소집일 예고: 2021. 1. 13(수) (10:00~16:00)
발행번호

일시

장소

2~144

2021. 1. 13(수) 10:00~13:00

본관
1층 접수처

330~383, 번호미부여 아동

2021. 1. 13(수) 13:00~16:00

(예정)

6. 예비소집 미응소 아동 본교 조치사항
가. 면·동사무소 협조 요청
나. 유선 연락, 가정방문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한 기초조사(주소지 확인, 출입국 사실 확인 등)
라. 경찰 수사의뢰(소재 불명확, 아동학대 의심 시) 등

안내

워킹스루와 관련하여 드리는 말씀

2021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활동이 강조되는 시기입니다.
본교에서는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와 관련하여 워킹스루, 드라이브스루를 집합으로 보기 어렵다
는 교육청 안내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본교 예비소집은 워킹스루로 진행합니다. 본교 여건상 차량
진입로가 보행자도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워킹스루로
진행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