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가입 안내

◆ 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서비스란?

◆ 앱 설치 및 가입 방법

-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님들께 직접 경기교육소식을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하여 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을 통해 경기교육소식과 학부모 학교 참여 소식을 핸드폰으로 

신속하게 확인하고 소통이 가능합니다.

- 협력과 소통의 경기교육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활용을 바랍니다.

1
앱 사용을 위해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앱 설치와 같

습니다. 

1.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경기 학부모 
소통”를 검색하여 설치해 
주세요.

2. 앱을 설치하고 실행되면 왼쪽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3. 두 개의 [동의]에 체크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4.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확인] 후 수신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5. 동일한 비밀번호를 2회 
입력하고, 전자서명란에 직접 
서명 후 [확인]을 누릅니다.

6. 앱 가입 완료 화면이 나타나
면 아래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7. 회원구분 선택창에서 
[일반회원]을 선택합니다.



※문의: 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운영 문의(031-249-0035)

        앱 설치 오류 등 문의(070-4288-4874)

8.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명을 
입력하시고 지역과 학교구분을 
선택 한 뒤 [검색]을 눌러주세요

9. 검색한 학교가 결과에 보이면 
학교를 선택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10. 가입하시는 회원의 성함과 
전화번호 [분류]를 선택 후 
[가입합니다]를 눌러주세요

11. 가입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활성화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경기 학부모 소통 모바일 앱 사용 안내

※ 핸드폰 기종에 따라 앱 화면이 다르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1  앱 기능 개요

가. 홈 버튼 : 전체 메뉴 및 하위 메뉴 안내 나. 설정버튼 : 개인 정보 관리 및 알림 설정

다. 내정보관리 : 소속 등 변경 라. 알림설정 : 알림 수신 여부 체크

마. 공지 : 앱 기능 공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바. 알림 확인 및 회신, 개인정보변경



□2  앱 버튼별 세부 내용

버튼명 세부 내용

○ 경기교육 정책 및 사업 안내, 보도자료 안내

○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행사 및 참여 안내

○ 학생 안전, 진로진학 관련 소식 안내 

○ 기타 학부모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기교육 정보 안내 등

○ 학부모 정책 및 사업 안내

○ 학부모 참여 토론회, 행사, 자료 등 안내

○ 기타 앱 사용 방법 및 관련 사항 등 안내 

○ 학교운영위원회 안내

○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탑재

○ 학교운영위원회 온라인 연수 운영

○ 학부모회간 협업 네트워크 운영 안내

○ 학부모회 네트워크 게시판 사용 안내

○ 경기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학부모교육 운영 및 신청 안내

○ 학부모교육 자료 안내

○ 온라인 학부모교육 자료 안내 (유튜브-경기학부모TV)

○ 학부모회 운영 안내

○ 학부모 정책 및 사업 안내

○ 학부모회 운영 자료 안내

○ 학부모회 컨설팅 신청 안내

○ 교육정책, 학부모정책 관련 사이트

○ 경기도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상담센터 등 링크 안내

○ 경기학부모참여지원센터 소개

○ 각 지역별 센터 연락처

○ 경기에듀콜센터 유선 연결

○ 경기교육과 관련하여 알고 싶을 때, 담당자와 통화하고 싶을 때 클릭!

지역소식란 ○ 해당 지역 교육 소식과 학부모지원사업 소식 안내

권역 

학부모회네트워크

○ 권역 학부모회네트워크가 운영을 희망하여 개설된 게시판

○ 권역 학부모회네트워크 회원만 초대하여 운영하는 비공개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