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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키드키즈 알림장 가이드

1-1. 앱 설치

1-2. 회원가입

1-3. 초대장 수락



1-1
앱 설치

키드키즈 알림장은 안드로이드폰
(삼성, LG 등)과 아이폰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은 컴퓨터
(note.teepahapa.com)에서 키드키즈 
알림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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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안드로이드폰 Case 2. 아이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접근이 어려우시면 
키드키즈로 전화주세요.
다운로드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070-8859-1507)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서 ‘키드키즈 알림장’을 검색

하세요.

애플 앱스토어에서 ‘키드키즈 알림장’을 검색하세요.



1-2
회원가입

키드키즈 알림장은 휴대폰 인증과 이메일
주소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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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휴대폰 번호 입력 및 약관 동의 Step 2. 본인 인증

본인의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시면 인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SMS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 인증이 완료

됩니다.

키드키즈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070-885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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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회원가입

키드키즈 알림장은 휴대폰 인증과 이메일
주소 등록만으로 간편하게 가입이 완료됩니다.

Step 3. 이메일 주소 등록 Step 4. 초대장 확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정확한 이메일을 입력하셔야 PC버전 키드키즈 알림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대장을 
수락하면 반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1-3
초대장 수락

부모님은 선생님이 보내주신 초대장을 
수락하면 반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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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초대장 수락  Step 2. 원 등록 완료

해당 반에 소속되어 있는 자녀만 추가하세요.

쌍둥이 경우 자녀 추가 필수!



설정하기

키드키즈 알림장 가이드

2-1. 앱 설정

2-2. 반 설정

2-3. 메뉴 편집



2-1
앱 설정

9

Step 1. 우리 반 정보 Step 2. 원/반 목록 및 앱 설정

앱 실행시 최근 사용한 반 메인이 우선 실행됩니다.

상단의 목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속/운영 중인 모든 반

목록 및 앱 설정 메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소속 중이거나 운영 중인 모든 반 목록이 확인 가능합니다.

우측 앱 설정을 클릭하시면 앱의 전체적인 설정이 가능

합니다.

키드키즈 앱(APP)에 대한 정보확인 및
알림설정 메뉴입니다.



2-1
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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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전체 설정 Step 4. 가입정보

앱의 전체적인 설정 및 버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정보 확인 및 프로필 사진, 이메일, 대화명 등을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앱 설정 메뉴를 이용하면 회원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드키즈 알림장에 대한 공지사항 확인,
도움말, 문의제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1
앱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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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알림 설정 Step 6. 앱 공지사항

알림 초기화를 통해 미획인 게시물에 대한 알림을 모두

확인처리하여 새글 알림 숫자를 없앨 수 있습니다.

앱 공지사항은 업데이트, 이벤트, 이벤트 결과 등 서비스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알림설정으로 알림 목록을 초기화하고, 
어플리케이션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알림을
ON/OFF 할 수 있습니다.

알림 초기화를 하면 알림 목록 아이콘 상단의
새글 알림 숫자가 사라집니다.



2-2
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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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반 목록 및 원 정보 확인

부모님은 반 설정을 통해 다양한 정보 확인 및
반 탈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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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반 설정 Step 3. 내 프로필

프로필 확인과 자녀 추가 및 대화명 변경이
가능합니다.

2-2
반 설정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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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을 설정하고, 반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Step 4. 반 설정

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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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전체 메뉴

2-3
메뉴 편집

메뉴 편집을 통해 알림장의 메뉴의 활성여부를
선택하여 반을 운영/관리할 수 있습니다.

Step 2. 메뉴 편집

전체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메뉴 편집을 통해 활성/비활성 선택 및 노출 순서 조정이

가능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사용하기

키드키즈 알림장 가이드

3-1. 알림장

3-2. 쪽지

3-3. 앨범

3-4. 공지/식단/일정



3-1
알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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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알림장 선택 Step 2. 알림장 목록

아이의 건강상태, 기분, 간식, 배변, 수면 등을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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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원아수첩 작성 Step 4. 원아수첩 작성

3-1
알림장

아이의 건강상태, 기분, 간식, 배변, 수면 등을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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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투약의뢰 작성 Step 5. 투약의뢰 작성

3-1
알림장

아이의 건강상태, 기분, 간식, 배변, 수면 등을
기록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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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투약의뢰 서명 Step 7. 투약 결과확인

3-1
알림장

동의 및 서명을 완료해야 투약의뢰서가 발송
됩니다.

투약보고를 통해 우리 아이의 투약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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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귀가동의 작성 Step 8. 귀가동의 작성

3-1
알림장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의 귀가동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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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귀가동의 서명 Step 10. 귀가완료 확인

3-1
알림장

동의 및 서명을 완료해야 귀가동의서가 발송
됩니다.

귀가완료보고를 통해 우리 아이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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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쪽지 선택

원아수첩 외에, 학부모와 선생님이 1:1로
가벼운 내용을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예민한 사안이나 기타사항에 대한 내용 전달시
사용하면 좋습니다.

Step 2. 쪽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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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앨범

Step 1. 앨범 선택

키드키즈 알림장 게시물(공지사항/원아수첩/
쪽지 등)에 첨부된 모든 사진이 저장됩니다.

앨범의 추가기능을 활용하여, 전체 혹은 선택
저장/삭제 가능합니다.

Step 2.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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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지/식단/일정

Step 1. 공지사항 선택

원 또는 우리 반의 공지사항/식단/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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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지/식단/일정

Step 3. 식단표

원 또는 우리 반의 공지사항/식단/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4. 일정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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