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교 훈

2021학년도 안일중학교 신입생
하복 교복 신청 안내문

사람이 되자

안일중학교
2021 - 24호

☎ 교무실 031-660-9841~2, 행정실 031-660-9801~4 ,

성실한

Fax 031-681-2158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기운이 함께하는 봄을 맞아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학교 교육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내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이 무상 지원됨에 따라 본교 신입생들은 교복(동복, 하복)
을 1벌씩 무상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복 교복에 이어 하복 교복을 아래와 같이 신
청 받으려 합니다.
2021학년도 본교 교복 납품업체는 스마트 학생복(안중점)으로 정해졌습니다. 본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무상으로 교복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참 고> 여학생, 남학생 치수 측정일이 다릅니다.
지정된 기간 안에 측정하지 않을 시 동복 교복과 같은 사이즈로 진행됩니다.
1. 교복 신청 방법
구분

신 청 방 법
1. 신청 방법: 치수 측정 기간 내에 매장에 방문하여 교복 신청서(매장에 비치됨) 제출
2. 업체: 스마트 학생복(안중점)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6길 62
<금강프라자빌딩 205호(다이소 2층)>, 031)683-8233, 010-3237-4005

교
복

3. 치수 측정 기간: 여학생 – 2021.03.26.(금)~03.27.(토), 11:00∼20:00
남학생 – 2021.03.28.(일)~03.29.(월), 11:00∼20:00
기간 내 미측정 시 - 2021.03.30.(화), 11:00~20:00
(점심시간 : 12:00~13:30)
4. 수령 방법: 업체에서 연락 시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수령

2. 교복 지급 내역
구 분
교복(하복)
(80,000원)

가 격 (원)
상의: 36,000원

하의(바지(남), 스커트(여)): 44,000원

※ 여학생도 바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1. 학교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교복을 무상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3. 개별 맞춤 생산하므로 공급 후 치수 변경 또는 교환이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및 치수 측정 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원 받은 교복 외에 추가 교복이 필요한 학부모님께서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본교 홈페이지 참조),
개별구매 등을 통하여 구입이 가능합니다.
5. 측정 시 코로나19 예방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수하여 매장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22.
안 일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안일중 교복 신청서 – 스마트 학생복(안중점) 제출용 >
스마트 학생복(안중점) <금강프라자빌딩 205호(다이소2층)>, 031)683-8233, 010-3237-4005

※ 참고 사항
1. 교복 1세트는 신입생 전원에게 경기도에서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2. 교복 1세트 외에 추가 구매를 원하실 경우,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결제합니다.
3. 치수는 매장에서 측정 후 기입합니다.
4. 지정된 기간 내에 측정하지 않을 시 동복 교복과 같은 사이즈로 진행됩니다.
5. 여학생도 교복 바지 선택 가능합니다.

성별 ( 남, 여 ), 반/번호 (

)반(

학부모 연락처(휴대폰) : (

)번

이름 (

)

), 학생 연락처(휴대폰) : (

)

하복 (2Pcs)
품 목

치 수
단 가

와이셔츠(남)
36,000원
블라우스(여)
바지(남)
바지(여)

44,000원

치마(여)

위와 같이 교복을 신청합니다.

학생 :

(서명)

학부모 :

(서명)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