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 2021 - 188호

교무실: ☎ 02) 899-7670
행정실: ☎ 02) 899-7671
담당자: 김 면 수

❀신입생 예비소집일 안내❀
예비 학부모님께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희 안현초에서는 2022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일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틀 동안 4개 조로
분산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방역차원에서 이틀에 걸쳐 운영하오니, 해당하는
날짜와 시간에 꼭 자녀를 동반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소집일 안내 ◉
순번

학생 이름순
(가나다 순)

1조

ㄱ ~ ㄷ

참석 날짜

시간

장소

14:00~15:00
2021. 12. 29.(수)

2조

ㄹ ~ ㅅ

15:00~16:00

3조

ㅇ ~ ㅊ

14:00~15:00

4조

ㅋ ~ ㅎ

별관 2층 체육관
2021. 12. 30.(목)
15:00~16:00

※ 학생 이름순(가나다 순) 해당일에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방문 시 정문(푸르지오 방면)을 통과하여 열화상카메라에서 1차 발열 체크, 2층 체육관
앞에서 2차 발열 체크가 있을 예정입니다.

◉ 방문시 유의사항 ◉
1. 아동의 소재 및 안전 확인을 위하여 자녀분과 동행하되, 방역상 보호자 1분만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과 같이 지낼 친구들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마스크 미착용 시 교내 출입이 불가합니다.
3. 예비소집일 미참여 아동과 학부모님은 2차 예비소집일 1.19.(수)까지 교무실로 방문해 주세요.
4.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 홈페이지(http://www.anhyun.es.kr)를
통하여 변동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니 방문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5. 자녀 혹은 학부모께서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거나 자가격리 혹은 확진으로 내교가 불가능할 시
학교(02-899-767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일

안 현 초 등 학 교 장

유의사항

1)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2021.12.31.까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입학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할 시
취학예정학교로 취학 의무의 유예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어학연수, 미인가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의 사유로 입학연기 또는 미취학 후
아동이 다음학년도(2023학년도)에 취학할 시 학년배정은 1학년이 원칙입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본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 시 전입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