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송우초등학교 학생과 보호자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님께 전용 어플인 키즈콜로 알려드리는 2021년 “등,하교 
안심 알리미”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녀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과 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담임선생님께  4 월 13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  생
정  보

 송우초등학교      학년      반      번 학생명
학부모님

휴대폰 번호
-             -

송우초등학교 / (주)에스에이치네트웍스 귀중

VISION
4-6학년 어린이 

안심 서비스 안내(자부담)

송우통신

생각키움·마음울림·

꿈자람 교육으로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2021. 4. 8.

교무실: 543-1311
행정실: 542-1584
담당자: 교사 김태환

   자녀알림 서비스 (유료)

   카드형 단말기를 소지하고 교문에 설치된 중계기를 통과 시 자녀의 학교 등·하교 상황을 학부모님 

휴대폰으로 자녀알림 전용 앱 “키즈콜 초등학교”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
 n 이용기간 : 2021년 05월 01일 ~ 2021년 02월 28일 까지 (6학년은 졸업 시 까지)

 n 등·하교 사항 알림 서비스 : 월 3,300원 x 10개월 =  이용료  33,000원[부가세포함]  일시불 결제

                                       (별도의 해지가 없을시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갱신 및 결제 됩니다.)            

 ① 가입비 무료 
 ② 서비스 해지시 카드형 단말기 반납 없음
 ③ 카드분실시 재발급 비용 5,500원 발생
 

  - 등하교 전용 어플 키즈콜 초등학교로 알림 무제한 발송

   - 방학 중 방과 후 수업 및 돌봄교실 이용 시에도 등·하교  알림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전송됩니다

어플 설치 
안내 및

등록 안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키즈콜 초등학교” 어플  검색 후 설치

➀어플 설치 후 실행→➁휴대폰 인증→➂인증번호 입력→➃회원가입→

➄자녀등록(단말기하단 고유번호 등록) 및 신청자·자녀 개인정보 활용 동의→⑥서비스 가

입 완료

결제안내
가상계좌 학부모님 휴대폰 번호로 발송
학부모님께서 직접 계좌입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지 환불요청 시 사용금액 제외 후 계산되어 환불처리 됩니다.) 

[카드형 단말기]

 

 - 가입비 : 없음

 - 단말기 : 무상 지급 (반납불필요)

 - 고리형 : 가방 바깥쪽에 착용



【 “키즈콜 초등학교“ 어플 설치 안내 】

1. 안드로이드폰 (삼성, LG 기종 등)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아이폰 - App Store에서 다운

2. “키즈콜 초등학교” 어플 안내사항
   ①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신청 시 안심알리미 등.하교 시간 알림 발송            
   ② 공지사항 알림 발송                                                                  [어플 아이콘]
   ③ 미세먼지 알림                                                                  

“키즈콜 초등학교” 어플 설치 후 하단의 회원가입 진행 회원가입 진행 및 인증

회원가입 완료 후 하단 오른쪽 더보기

누른 후 자녀등록 실행

자녀정보 등록 및 서명 카드형 단말기 뒷면 

시리얼번호 입력 후 등록하기 버튼 누르면 등록 완료
(유료등록은 유료자만 체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