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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이제부터는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으세요

◈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대상

◈ ‘정부24’ 등에서 12월 3일(금)부터 12일(일)까지 10일간 운영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12월 3일(금)부터 개시한다.

ㅇ 각 주민센터에서 세대주(학부모)에게 취학통지서를 우편이나 인편으로

배부했던 그간의 방식은 시·공간 제약 등*으로 불편함이 있었다.

* 맞벌이 가정의 우편물 수령 곤란, 코로나19로 인한 타인 방문 기피 등

ㅇ 이에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1년여 동안 긴밀하게 협업하여 

취학통지 제도 도입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취학아동 대상의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구축하여 개시하게 되었다.

※ 다만 서울시는 해당 교육청과 협력하여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제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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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
 v 지원대상: 2022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v 이용기간: 12월 3일(금) 아침 10:00시 ~ 12월 12일(일) 밤 12:00시
 v 이용방법: 정부24 누리집(열람, 발급 가능) 또는 정부24 모바일앱(열람만 가능)에서 서비스 

신청 및 이용
 v 비고
   - 서비스 미이용 시 12월 20일(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편·우편으로 취학통지서 발급
   - 서울시 학부모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신청·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세대주인 학부모는 12월 3일(금) 아침 10시부터 12월12일(일) 밤 

12시까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 접속하여 취학통지서를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으며,

ㅇ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과 같이 우편

이나 인편으로 12월 20일(월)까지 취학통지를 받게 된다.

ㅇ 한편, 온라인·우편·인편 등으로 취학 통지를 받은 모든 학부모는 

취학통지서를 지참하여, 배정된 학교의 예비소집에 입학 예정 

아동과 함께 참석해야 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전국 단위 최초로 시행되는 혁신적인 취학 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어 “그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가 우편이나 인편으로만 발급되어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ㅇ “이번 서비스를 통해 예비 학부모가 자신에게 적합한 통지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 국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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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 안내(카드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