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이시카와현 또는 효고현에 있는 판매점에서 수속하시는 경우에는 본 신청서를 이용하십시오. 

★2 청소년 필터링 서비스를 신청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이시카와현 또는 효고현이 조례로 정하는 ‘필터링 불필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1） 각종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유료 서비스의 요금 및 물품 판매 대금을 au 통신 서비스의 통신 요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는 au 간단 결제 
등의 결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 안심 필터 등의 필터링 서비스 및 전화번호 변경 신청의 경우에는 그때마다 본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초등학생 계약자에 의한 일시 휴지·해약·양도 신청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계약자 본인의 신청만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대표자가 신청을 대리해야 합니다. 

（*4） 본사는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각종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각종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유료 서비스의 요금 및 물품 판매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이 대금도 포함합니다. 

（*6） 신청자(보호자) 본인에 의한 제출이 아닐 경우, 신청자(보호자) 본인에게 확인 연락을 드릴 수 있습니다. 

（*7） ‘9. 앱형 필터를 설정’을 선택하신 경우에만 기입하십시오. 

◆ 본 신청서는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KDDI 주식회사/오키나와 셀룰러 전화 주식회사 귀중  

친권자 동의서 
나는 친권자 등의 법정 대리인의 대표자로서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계약 신청자가 귀사와 au 통신 서비스 계약 약관에 근거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및 이용 시작 이후 요금 플랜 변경, 기종 변경, 
휴대전화 단말기 보상 판매, 그 밖의 au 통신 서비스*1에 관한 각종 신청(단, 안심 필터 등의 필터링 서비스를 변경, 폐지 및 전화번호 변경 
신청은 제외합니다.*2)을 하는 것에 미리 동의합니다.*3*4 
또 계약 신청자가 개별 신용 구입 알선 또는 개품 할부 판매 계약에 의해 휴대전화기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신청자가 귀사와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 약관’ 또는 ‘개품 할부 판매 계약 약관’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및 분할 납부금 또는 할부금의 납부기간 도중에 분할 
납부금 또는 할부금의 일괄 청산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 미리 동의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au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5 의 납부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계좌(※친권자 동의서의 친권자 명의에 한합니다)
를 지정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용한 au 통신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지정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에서 납부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또한 만일 
요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계약 신청자 (미성년자)란】 

계
약 

신
청
자 

읽는법 생년월일  연령  

성명 
  서기 

    년          월         일 세 

【친권자의 서명날인란】친권자를 대표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필터링 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

법
정 

대
리
인)  

친
권
자  

읽는법 생년월일  관계  

인  
성명 

  서기 

    년          월         일 

주소 

 〒      － 
 
   연락처 전화번호  (            )            - 

청소년 필터링 
서비스 신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0. 커스터마이즈 코스(유료)  8. 필터링 기능 탑재 기종을 이용  
1. 접속 사이트 한정 코스  9. 앱형 필터를 설정 
2. 특정 카테고리 제한 코스 X. 신청하지 않는다 （★2） 

특이사항 

기입일       년     월     일 

OS  설정할 필터링 서비스*7 

Android（4G LTE 휴대전화 포함）  안심 필터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고등학생 플러스 

iPhone・iPad  안심 필터＋기능 제한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고등학생 플러스 

미성년의 
계약자 
또는 

미성년의 
이용자 

읽는법 생년월일  연령  

성명 
  서기 

    년          월         일 세 

주소 
〒      － 휴대폰 전화번호 

（      ）      －       ／ 신규로 계약하는 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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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링 서비스 신청서（이시카와현·효고현용 ★1） 

신청자 
(보호자) 

읽는법 

인 

연락처 전화번호*6 

성명  （       ）          － 

주소 
〒     － 

기입일       년     월     일 

필요 

휴대전화나 태블릿을 자녀에게 주기 전에 
자녀의 안전을 위해 아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유해 정보에 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 SNS 등을 통한 모르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를 당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고, 또 범죄의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위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습니까? 

☐ 위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최적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서명란 

불필요 

1. 미성년자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법·유해 정보에 접하거나 아래와 같은 범죄나 사고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자가 성인이어도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SNS 등을 통한 모르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사고를 당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범죄에 말려든 미성년자의 약 88.7％가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2016년 10월 경찰청 발표) 

（2） 범죄의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위험도 있다. 
（모르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 피해를 당하는 부적절한 글쓰기, 동영상·화상 투고에 의해 동료들 간에서의 사고 
유발 등) 

 

 

 계약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필터링 서비스 신청서’ 또는 ‘필터링 서비스 불필요 신청서’ 가 필요합니다. 
  보호자 없이 ‘필터링 서비스 신청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전화로 확인합니다. 

2.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 또는 ‘개품 할부 판매 계약’ 신청에 관한 주의사항 

 할부판매법의 규정(개품 할부 판매 계약은 제외)에 따라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 또는 개품 할부 판매 계약 신청 시 및 계약 후에는 계약자의 
납부 상황 등을 포함한 개인 신용 정보를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신용정보기관에 조회·등록합니다. 또 등록된 계약자 정보는 지정 
신용정보기관의 다른 회원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고, 납부 명의인인 친권자가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에도 미성년 계약자의 납부 체납 정보로 취급됩니다. 
또한 납부 체납 정보는 완제 후부터 5년 동안, 지정된 신용정보기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신용카드와 대출 등의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휴대전화기 등의 구입에 수반하는 각 신청※으로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또는 ‘개품 할부 판매 계약’ 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때마다 친권자가 
동반(친권자 동의)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기 등의 구입에 수반하는 신청은 ‘신규’ ‘기종 변경’ ‘단말 증설’ ‘분실 시 안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 

 친권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계좌로 매월 요금 납부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수속할 때 납부 명의인인 친권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기재 내용(성명·주소·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휴대전화 이용에 있어서는 이용 목적・방법, 이용 시간대・요금에 대해 충분히 의논해서 룰을 정하십시오.  
또한, 그 룰은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십시오. 

계약자와 au 휴대전화의 이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계약자 정보를 등록해 드립니다.  

【販売店使用欄】 ＊該当する申込書番号9桁の数字をご記入ください。 

 申込書番号  

 受付販売店コード   
  

 販売店名 
 
 
 
 
 
 担当者           TEL （      ）    － 

 同意 
 確認 

1.同意者来店により対面同意確認 
2.同意者来店ではないため、架電により同意確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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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로 ‘필터링 서비스 불필요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2） 



別記様式第 1 号（第 1 条の２関係） 

  年  月  日   

 

ＫＤＤＩ株式会社 様 

 

申出者（保護者） 

住所 

氏名 

連絡先（電話番号）          印 

 

  フィルタリングサービスを利用しない旨の申出書 

 

いしかわ子ども総合条例第 34 条の２第２項の規定により、フィルタリングサービ

スを利用しない旨を申し出ます。 

 

 

（理 由） 

 

□ １．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の提供を受ける青少年が就労して

いる場合において、フィルタリング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により、

当該青少年の業務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こと 

【いしかわ子ども総合条例施行規則第１条の２第１項第１号】 

□ ２．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の提供を受ける青少年が障害を有

し、又は疾病にかかっている場合において、フィルタリングサービス

を利用することにより、当該青少年の日常生活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

こと 

【いしかわ子ども総合条例施行規則第１条の２第１項第２号】 

□ ３．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を受ける青少年がインターネット

の利用による有害情報を閲覧し、又は視聴することがないよう、当該

青少年の保護者が青少年の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の利用

の状況を適切に把握していること 

【いしかわ子ども総合条例施行規則第１条の２第１項第３号】 

 

（注）各理由の具体的な内容は裏面を参照のうえ、該当する理由にチェック☑を 

付けてください。 

 

備考 申出者本人が署名する場合は、押印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別記様式第 1 号（第 1 条の２関係） 

やむを得ない理由の具体的な内容について 

 

１．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の提供を受ける青少年が就労して

いる場合において、フィルタリング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により、

当該青少年の業務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こと 
（具体例） 

営業等で相手先企業の情報が必要な場合 
   就労しているが、仕事と関係のない趣味等でインターネットのサ

イトを閲覧する場合などは該当しません。 
 
２．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の提供を受ける青少年が障害を有

し、又は疾病にかかっている場合において、フィルタリングサービス

を利用することにより、当該青少年の日常生活に著しい支障を生ずる

こと 
（具体例） 

障害者専用の情報交換サイトであるソーシャルネットワークサー

ビス等で情報を交換している場合 
 
３．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を受ける青少年がインターネット

の利用による有害情報を閲覧し、又は視聴することがないよう、当該

青少年の保護者が青少年の携帯電話インターネット接続役務の利用の

状況を適切に把握していること 
（具体例） 

子どもと保護者の話し合いで携帯電話事業者のインターネット履

歴検索サービスを利用することなどにより、保護者がインターネット

の履歴をいつでも確認することを約束した場合  
 
※ ここに掲載したケースはあくまで例です。フィルタリングサービス

を利用しない場合には、お子さんとよく話し合うとともに、フィル

タリングサービスの目的や内容を十分ご理解いただき、慎重に判断

してください。 
 
（問合先）石川県健康福祉部少子化対策監室 
     電 話 ０７６－２２５－１４２２ 
     ＦＡＸ ０７６－２２５－１４２３ 

（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