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비전중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실시>
안녕하십니까?
비전중학교 배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신입생 예비
소집을 하오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입학 수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유인물 배부
가. 입학안내 : [붙임1] 참고
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붙임2] 참고
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안내 : [붙임3] 참고
2. 임시 학급 편성 결과 확인
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2021.1.13.(수) 개인정보로 인해 15:30~16:30만
공개, 메모 필수, 학생 등록 및 교과서 수령 시 필요함)
나. 미확인 시 학교(615-2410,2411,2381)로 문의
다. 최종 학급 편성은 2021.02.25.(목)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예정
3. 배정 학생 등록
가. 일시 : 2021.1.14.(목)(★교과서 수령 시 등록)
나. 등록 방법
1) 교과서 배부 교사에게 제출
운동장

4. 교과서 배부

정
문

★

가. 일시 : 2021.1.14.(목) 09:00~15:30
나. 장소 : 비전중학교 중앙 현관 앞
다. 방법 : 도보 이동형, 차량 이동형

★

차량 이동방향
중앙 현관 앞

라. 세부 계획 : [붙임4] 참고(임시 학급 배부 시간에 학교 방문)
5. 유의 사항
가. 안내 자료(유인물)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배정 학생 등록 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학교에 사전에 반드시 연락해주시기 바
랍니다.(615-2410,2411,2381)
다. ‘유예’ 또는 ‘면제’ 신청의 경우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615-2410,2411,2381)
라. 관외나 관내 다른 중학군(구)으로 전가족이 2021.01.29. 이전에 거주지를 이전하
여 재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출신 초등학교에서 배정포기확인서를 작성한 후
학교를 방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교육청 재배정 접수 기간 : 1.26.
(화)~1.29.(금) 18:00)
마. 예비소집 미참석(미등록), 연락 두절의 경우 가정 방문 및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예비소집에 반드시 응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비전가정통신

2021. 1. 13.

2021학년도 비전중학교 배정학생 입학안내

교무기획부

학부모님들의 자녀가 본교에 배정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입학 전 준비
사항을 안내하오니 입학 수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입학 전 준비할 사항
가. 교복 : 입학식에 입고 등교함(학교주관 교복구매 안내 참고, 개별구매 시 교복지원 불가)
나. 체육복 : 입학 전까지 자율적으로 준비(재학생의 체육복 색상과 모양 동일)
다. 명찰 : 고정형은 가까운 체육사에서 구매 후 부착, 탈부착 명찰의 경우는 입학 후 학교에 신청
라. 신발, 가방, 실내화, 신발주머니 : 실용적이고 검소한 것으로 준비
마. 반편성 확인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2021.02.25.(목))
바. 시간표 확인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2021.02.26.(금))

2. 급식 안내
본교는 전교생에 대하여 학교 직영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질 이상 학생은 병∙의원
진단서를 첨부하여 입학식 날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3. 입학식 안내
가. 일시 : 2021년 3월 2일(화) 09:20 (09:00까지 해당 교실로 등교 – 1학년 교실 : 2, 3층)
나. 장소 : 다목적실(5층)
다. 준비물 : 4교시 수업(점심 제공) 및 실내화∙신발주머니 준비

4. 기타 문의사항은 교무실 615-2410 또는 행정실 615-2314로 문의바랍니다.

2021.01.13.

비 전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붙임2]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2021년 3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우리 학교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분
기간
교육
지원 급여
대상 교육
비
신청 방법
(택1)
제출 서류

내 용

2021년 3월 중(3월초~말) 신청(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1년 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21년 4인 가구 기준 월 292만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66%까지 확대 지원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2021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교육급여
교육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
교육활동지원비
448,000원(연1회)
286,000원(연1회)
376,000원(연1회)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번 일괄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 (인터넷통신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
부모가족지원 수급 자격 있는 자 / PC지원: 생계, 의료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 `21년도 중학교에 진학하여
중학교 입학 `20년도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연중신청가능)
예정 신입생 지원☞ 받고자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문의 : 비전중학교(615-2314),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에듀콜
센터(031-1396)

2021. 1. 13.

비 전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붙임3]

비전가정통신
2021학년도 학교주관 교복구매 안내

2021. 1. 13.
학생안전부

안녕하십니까? 비전중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50%)-경기도(25%)-평택시
(25%)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여 2021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타시‧도 전입생 포함)
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2013. 7. 9.)에 따라 시행된 ‘학교주관구매’제
도를 통해 각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021학년도 신입
생 교복 사업자를 엘리트학생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선정된 교복업체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급받게 되며, 지급 품목은 학교규칙으로
정한 동복(4pcs), 부속품, 하복(2pcs) 입니다.
교복 현물 지원을 위하여 신입생은 아래의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및 제 3자 동의서와
2. 교복 지원 미신청서를 구글 폼으로 작성하여 비대면으로 제출 받고자 합니다. 1월 20일
까지 꼭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구매 시 교복지원 불가)

1.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교복현물지원을 위한 정보 이용 및 교복선정 업체에 제공 관한 동의_모두
URL: https://forms.gle/P5ze41kDyNb4Keji6

응답 제출)

또는

2. 교복 지원 미신청서
( 전출 등의 사유로 교복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https://forms.gle/8AUKA72Fk5pcHgj89 또는

2021년

1월

13일

비 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2021학년도 비전중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 안내
1. 교복 지정 업체 : 엘리트 학생복(031-653-7895)
2.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평택3로56번길 28-8(성동초등학교 인근)
3. 품목별 단가표(총합 302,000원)

자켓(상의)
후드집업
니트 조끼
바지․치마
넥타이/교표
동복 합계

동복 1세트
하복 1세트
62,000원
상의
39,000원
52,000원
36,000원
58,000원
하의
49,000원
6,000원
214,000원
하복합계
88,000원
동·하복 총합계 금액 : 302,000원

비고
셔츠
자율
구매

* 셔츠: 무늬 없는 흰색 카라 셔츠 자율구매(교복업체에서 구매 또는 개인별 사복 자율구매)
* 명찰: 고정형은 가까운 체육사에서 구매 후 부착, 탈부착 명찰의 경우는 입학 후 학교에 신청
* 체육복: 체육복은 자율 구매(교복사, 체육사 등)하며, 이름 주기(오버로크) 자율
4. 치수 측정 기간
- 동복 : 1월 14일 ~ 1월 20일(10:00 ~ 18:00) 엘리트 학생복에서 측정 및 수령
매장 내 밀집도를 고려하여 출신 초등학교별 수령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부모동반 1인만 허용)
기간 내 해당 날짜에 수령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외투 안에 얇은 옷 착용 요망)
날짜
성별

출신
학교

1/14(목)

가내초
군문초
대홍초
덕동초
동삭초
비전초

1/15(금)
남학생
세교초
소사벌초
용이초
용죽초
원곡초
자란초
평일초
평택새빛초
평택중앙초
합정초
현촌초
효덕초

1/16(토)

평택서재초
평택이화초

1/17(일)

가내초
군문초
대홍초
덕동초
동삭초
비전초

1/18(월)
여학생
세교초
소사벌초
용이초
용죽초
원곡초
자란초
평일초
평택새빛초
평택중앙초
합정초
현촌초
효덕초

1/19(화)

1/20(수)
공통

평택서재초
평택이화초

공통

- 하복 : 별도 안내
※ 학교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기간 내 가능 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 기타 사유로 기간 내에 측정이 어려운 학생은 엘리트 학생복에 연락하여 별도 치수 측정
5. 교복 대금 납부 및 출금
1) 교복 지원금 총액은 300,000원입니다.
2) 교복 지원금액 초과분(2,000원)은 추후 보호자님의 스쿨뱅킹으로 처리됩니다.
3) 동복 1세트, 하복 1세트(총합 302,000원) 외의 추가 구매 품목은 해당 업체에서 직접 결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교복 수령 후 3년 A/S, 1년 무상 A/S(단 수선, 부자재, 허리조절기 등) 가능
<교복 셔츠 제외 및 개별 구매 사유 안내>

2020년 신입생의 경우 셔츠를 포함한 교복의 가격이 341,000원으로 교복 지원금 초과분이
41,000원으로 높았습니다. 교복의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교육공동체 설문조사와 교복선정위원
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복 품목을 새롭게 정하였습니다.
후드집업의 경우 실용성이 좋아 품목에서 제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셔츠의 경우 여러 벌
구입하는 경우가 많기에 단가가 높게 측정되는 교복업체 제품을 제외하고 개별로 자율 구매하
여 교복 구매 부담을 줄이자는 의견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붙임4]

비전가정통신
신입생 교과서 배부 안내(2021.1.14.목)

2020. 12. 31.
인문사회부

희망찬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이하여 가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
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학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협조 덕분에 학생들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교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1학년도 1학년 교과서 15권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배부하고
자 합니다. 해당되는 요일 시간에 맞추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교과서 배부 안내
임시학급

학급별 배부시간

1반

09:00 ~ 09:30

2반

09:30 ~ 10:00

3반

10:00 ~ 10:30

4반

10:30 ~ 11:00

5반

11:00 ~ 11:30

6반

11:30 ~ 12:00

7반

13:00 ~ 13:30

8반

13:30 ~ 14:00

9반

14:00 ~ 14:30

10반

14:30 ~ 15:00

11반

15:00 ~ 15:30

2020. 12. 31.

비 전 중 학 교 장

[직인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