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등 안드로이드 폰 앱 설치

1

2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play 스토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Play스토어, 구글플레이로
들어가신 후

5

6

검색결과 화면에서
파란색 바탕에 A가 적힌
앱을 선택해주세요.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 만일 설치가 오래
걸리실 경우 스마트폰을
완전히 종료하신 뒤
다시 켜시고 설치해주세요.

‘e알리미’를 검색해주세요.

3

동의를 눌러주세요.

7

설치가 완료되면
[제거] [열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열기]버튼을 누르시면
앱이 실행됩니다.

4

화면에서 [설치]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이폰 앱 설치

1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App 스토어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4

검색 결과 화면에서
파란색 바탕에 A가 적힌
앱의 [받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2

앱스토어로 들어가신 후
화면 아래쪽 [검색]를
눌러주세요.

5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3

검색 화면 위 입력란을
선택하신 뒤
‘e알리미’를 검색해주세요.

6

설치가 완료되면 [열기]
버튼이 나타납니다.
[열기]버튼을 눌러주세요.

회원가입

1

2

앱이 실행되면 왼쪽 아래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 체크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5

6

SMS로 인증번호가
도착합니다.
인증번호를 입력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회원정보 화면에
이름과 휴대폰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하실 비밀번
호를 2회 넣어주세요.

3

휴대폰인증 화면에서
본인이름과 휴대폰번호를
넣으신 후
[확인]을 누르세요.

7

화면 아래쪽 서명을 등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그리듯 서명을
입력하시고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4

팝업창이 나타나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8

서비스 가입은 완료되었
습니다.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단체가입을 하실 수 있습
니다.

학교 계정 추가 방법
※ 학교에서 학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신 경우 학교계정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1

2

3

4

①
②

등록할 학교명을 검색 한 뒤 검색결과를 선택하여 [다음단계]를 누릅니다.
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를 한 뒤 회원구분 / 그룹선택 / 자녀이름(추가정보)을
입력하고 [가입합니다]를 누릅니다.
추가로 학교계정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된다면, [홈으로]를 눌러주세요.
다자녀(자녀가 2명 이상)를 둔 학부모님으로 추가로 학교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면,
[새로운 계정 추가] 버튼을 눌러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③

※

Q. 기관등록 페이지에서 [기관 가입 취소]버튼을 누르셨나요?
A. e알리미 앱에 로그인 하신 후 ④ [내 계정목록] 하단의 [새로운 계정추가]를 눌러
기관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내 계정을 확인해주세요.

로그인 하신 후
우측 상단 홈버튼을 눌러
내 계정목록을 확인해주세요!

학교에서 초대를 받은 경우 계정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 학교에서 먼저 학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은 경우 왼쪽과 같이 [초대받음] 이라는 계
정이 나타납니다.
• 수락을 눌러주세요.

직접 가입하신 경우
학교의 관리자가 승인한 이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직접 학교를 검색하여 가입하셨다면 학교 관
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만일 잘못 가입하셨다면 [계정삭제]를 눌러 가
입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
아이디를 모르겠어요.
• e알리미는 휴대폰번호가 ID입니다.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 로그인 화면에서 우측아래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임시비밀번호 받기]를 눌러주세요.
임시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면,
• 아래의 빈칸에 신규 비밀번호를 입력해주
세요. (동일하게 2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 나 띄어쓰
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 가입시 입력하신 이름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입력한 정보로 가입한 회원이 없다’
는 창이 확인됩니다.

스마트폰을 바꿨습니다.
• 다시 회원가입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알리미 App을 설치하신 뒤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인 하시면 예전 사용하
시던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 다시 회원가입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e알리미 App을 설치하신 뒤 변경되기 전 사용하시던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를 넣고 로그
인 하세요.
• 인증절차가 나타나면 새로운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인증받아 주세요. ID가 새로운 휴대폰
번호로 변경됩니다.
• 인증 이후에는 새로운 휴대폰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2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요.

• 한글문서 등 문서를 열어보시려면 해당 문서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추가로 설치
하셔야 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뷰어(viewer)라고 부릅니다.
•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Polaris office’ 또는 ‘폴라리스 오피스’를 검색하셔서 아래의
앱을 설치하신 후 첨부파일을 열어주세요.

졸업하거나 전학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로그인 하신 뒤 삭제하시려는 계정 아래쪽 [정보변경]을 눌러주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 내 정보관리 화면 아래쪽에 [이 계정삭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계정만 삭제됩니다.

e알리미에서 완전히 탈퇴하고 싶습니다.
• 로그인 하신 뒤 화면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내정보관리]로 들어가세요.
•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 내정보관리 화면 아래쪽에 [서비스전체탈퇴]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계정이 삭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