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２０２１年 吉日 

保護者貴下 

大阪金剛インターナショナル小学校 

校長  尹 裕 淑 

 

児童の電話の携帯について 

   

 保護者のみなさまにおかれましては益々ご健勝のこととお慶び申し上げます。 

 さて、本校では児童の校内への携帯電話の持ち込みは原則禁止ですが、通学途上の安全のために電話の

携帯を希望されるご家庭には、下記の使用方法を守ることを条件に持ち込みを許可しています。希望される

場合は以下の許可申請書を４月１９日(月)までに担任に提出して下さい。持ち込みを希望されるご家庭は、キ

ッズ携帯を推奨します。 

記 

・登校後はすぐに電源を切り担任に預ける。切れない場合はマナーモードにする。 

・やむを得ず校内で使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きは、必ず担任の許可を得る。 

・フィルタリング(インターネットの制限)等、ご家庭でしっかり管理する。 

 ※登下校中に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し、多額の請求をされる事例があります。 

・保護者から児童の携帯電話への連絡は緊急時のみとし、児童の在校時は学校に連絡する。 

・登下校時に家庭との連絡を取らないといけない場合は、迷惑にならないように連絡する。(電車内での通話

は禁止、メールのみ許可する) 

・児童の携帯番号を変更した際は学校に知らせる。 

・ご家庭での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の使用のルールを作る。 

(お子さんとよく話し合い、今年度のルールを作成してください。) 

ｷﾘﾄﾘ 

 

ご家庭でのルール 

 

 

 

 

 

 

※記入の無い場合は、受け付けません 

 

ご家庭でのルール(保管用) 

 

禁止事項 

①登下校時の携帯電話の使用は原則禁止とする。(ゲーム、動画を見る、写真を撮る等) 

  

②児童間での SNS の使用は学校としては原則禁止とする。 

  

禁止事項の違反 

①の場合 

児童への確認後、保護者へ連絡する。 

その後、休み時間を利用し今後の携帯電話の使用方法について指導する。 

 

②の場合 

問題が発生した場合のみ、指導する。 

指導方法は本校の小学生指導委員会規則に沿って行う。 

※原則として加害者、被害者に問わず、関係者全員に同じ指導を行うものとする。 

(10 人のグループであれば 10 人全員に同様に指導する) 

ｷﾘﾄﾘ 

 

携帯電話持ち込み許可申請書 

上記の使用方法を遵守しますので、携帯電話の持ち込み許可を申請します。 

 

（   ）学年 保護者名   (              )    印                                  

児童名    (              )                                        

児童携帯番号 (                                               )    あ      

 

 

 



2021년  

보호자 귀하 

오사카금강인터내셔널소학교 

교장 윤유숙 

 

아동의 전화 휴대에 관한 안내 

 

 보호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교에서는 아동의 교내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통학 시의 안전을 위해 

휴대전화의 반입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아래의 사용방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반입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경우는 이하의 허가신청서를 4 월 19일(월)까지  담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키즈폰을 추천드립니다. 

아래 

・등교 후에는 바로 전원을 끄고 담임에게 제출한다. 전원을 끄지 않은 경우는 매너모드로 한다. 

・부득이하게 교내에서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반드시 담임의 허가를 받는다. 

・필터링(인터넷 제한)등 가정에서 확실히 휴대전화를 관리한다. 

 ※등하교 중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거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아동의 휴대전화로의 연락은 긴급 시에만 하고, 학교에 있을 때는 학교로 연락한다.  

・등하교 시에 가정과 연락을 해야 하는 경우는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연락한다.  

(전철 안에서는 통화 금지, 문자 메시지는 가능) 

・아동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경우는 학교로 알린다. 

・가정에서 휴대전화・인터넷 사용 규칙을 만든다. 

(자녀분과 잘 대화하여 금년도의 규칙을 만들어 주세요.) 

절취선 

 

가정에서의 규칙 

 

 

 

 

 

 

※기입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규칙(보관용) 

 

금지사항 

① 등하교시의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게임, 영상시청, 사진촬영 등) 

  

② 아동 간의 SNS 사용은 원칙적으로 학교로서는 금지한다. 

  

금지사항의 위반 

① 의 경우 

아동에게 확인 후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그 후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사용방법에 대해 지도한다. 

 

② 의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지도한다. 

지도방법은 본교 소학생지도위원회 규칙에 따라서 실시한다. 

※원칙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불문하고, 관계자 전원에게 같은 지도를 한다. 

(10 명 그룹이라면, 10 명 전원에게 똑같이 지도한다.) 

절취선 

 

휴대전화 반입허가신청서 

 

상기의 사용방법을 준수하고, 휴대전화 반입을 신청합니다. 

 

（   ）학년 보호자 이름    (               )    인 

학생 이름    (               )                                        

학생 휴대전화 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