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申込書番号 受付店コード

受付店名

担当者

連絡先

同意確認

同意者来店により対面同意確認

同意者来店ではないため、架電により同意確認

架電日時 月 日 時 分頃
※不通の場合は、受付できません

【販売店使用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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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반되는 신청은 ‘신규’, ‘기종 변경’, ‘단말기 증설’, ‘분실 시 안심 서비스’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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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票取扱い：スキャン返却 業マ検索：02030020、02020010、02020020 SDFJ2002

동의 사항에 대하여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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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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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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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법·유해 정보를 접하거나 아래에 예시하는 범죄나
사고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자가 성인이어도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1) SNS 등으로 모르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늘고 있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과 연락하다가 유괴 사건 피해자가 된 사례 등)
※SNS로 인해 범죄에 노출된 피해 아동 중 약 90%가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2019년 3월 경찰청 발표)
(2) 범죄의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모르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 피해의 원인이 되는 부적절한 글쓰기, 동영상·사진 게재에
따른 지인 간 문제 유발 등)

(3) SNS나 다양한 앱 이용 등 인터넷 과용에 따른 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 증가 등)
(내각부 '2018년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환경 실태조사')

 계약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필터링 서비스 신청서’※8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호자 없이 ‘필터링 서비스 신청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전화로 확인합니다.

 필터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필터링 서비스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필터링 서비스 불필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다시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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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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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친권자 등의 법정대리인 대표자로서 ‘동의 사항에 대하여’를 확인하였고 이하 내용에 동의합니다.

계약 신청자가 귀사와 au 통신 서비스 계약 약관에 근거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 및 이용 시작 후 요금제 변경, 기종 변경, 
구 단말기 인수, 기타 au 통신 서비스 ※1 에 관련한 각종 신청(단, 전화번호 변경 신청은 제외 ※2)을 하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합니다. 
※3※4

친권자 동의서 및 필터링 서비스 신청서

※친권자(법정 대리인)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기종 설정할 필터링 서비스 (□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불필요 이유/
설정 종류

스마트폰 / 태블릿 / 4G LTE 휴대전화

안심 필터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고등학생 플러스 매장 내 설정 시 / 9

OS 필터링 기능 ⃞ 스크린 타임(iOS) (고등학생 플러스와 동급)
⃞ 패밀리 링크(특정 Android 기기만 해당※5)

매장 내 설정 시 / 4

3G 휴대전화 ⃞ 커스터마이즈 코스(유료) ⃞ 접속 사이트 한정 코스 ⃞ 특정 카테고리 제한 코스

※보호자가 직접

설정하시는 경우

필터링 설정(유효화 조치) 
불필요 신청

⃞ 오른쪽을 확인하고 신청합니다.

나(보호자 등)는 본인의 책임으로 가정 등에서 적절하게 이용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필터링을 설정할 것이므로 법령에 근거한 설정에 대해
불필요 신청을 합니다.

귀가 후 설정 시
/ 5

불필요

1. 청소년 본인이 일을 하고 있어 가입하면 업무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2. 청소년 본인의 장애 및 질병으로 인하여 가입하면 생활상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기 때문에

3. 유해 정보를 열람하지 않도록 신청자(보호자)가 청소년 본인에 의한 이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8. 필터링 기능 탑재 기종을 이용하기 때문에※6

▯오른쪽 란에 왼쪽의
불필요 이유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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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때그때 본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초등학생 계약자에 의한 일시 사용 중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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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기종은 Galaxy Z Flip(SCV47), Galaxy Fold(SCV44) 입니다.
(※6) 대상 기종은 miraie(KYL23), mamorino Watch(ZTF31), mamorino4(ZTF32),mamorino5（KYF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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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필터링 불필요 신청을 하는 경우,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 필터링 서비스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한 것은 20세

미만인 분이 계약하실 경우 또는 20세 미만인 분이 이용자인 경우입니다.

◆ 본 신청서는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되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자녀 이용에 관한 확인 사항 】
・ 필터링 서비스 이용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자녀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법, 유해 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발생함을 이해하였습니다.
・ SNS 등을 통한 낯선 사람과의 접촉으로 사건 사고에 노출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가 될

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였습니다.
・ 상기 주의사항을 토대로,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반드시 볼펜 또는 만년필 등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샤프, 지워지는 볼펜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필터링 서비스 가입 확인】오른쪽의 ‘자녀 이용에 관한 확인 사항’에 동의하신 후, 다음 중 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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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말기 인수, 기타 au 통신 서비스 ※1 에 관련한 각종 신청(단, 전화번호 변경 신청은 제외 ※2)을 하는 것에 대해 사전 동의합니다. 
※3※4

친
권

자

(법
정

대
리

인
) 읽는법 생년월일

성명
년 월 일

주소 〒 －
연락처 전화번호 관계

계
약

자
또

는
이

용
자

(미
성

년
자

)

읽는법 생년월일 연령

성명
년 월 일 세

주소
〒 － 계약 휴대폰 전화번호（신규로 계약하는 회선）

（ ） － ／신규로 계약하는 회선

기입란 기입에 관한 주의사항

① 기입일 ‘친권자 동의서 및 필터링 서비스 신청서’ 작성일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친권자(법정 대리인) 란 친권자(법정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관계를 기재 후 날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이용자(미성년자)
계약자 또는 이용자의 성명·생년월일·나이·주소·수속하시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신규 가입 전으로 휴대전화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계약하는 회선’에 ○표를 합니다.

③

필
터

링
내

용

필터링이 필요하고 매장에서 설정하는 경우
‘필요’에 ○표를 하고

‘설정할 필터링 서비스’ 또는 ‘신청할 코스’(상기 A)의 ⃞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miraie f(KYV39)도 대상 기종에 포함됩니다.

기
종

스마트폰 / 태블릿 / 4G LTE 휴대전화

3G 휴대전화

필터링이 필요하나 매장에서 설정하지 않는 경우 ‘필요’에 ○표를 하고 ‘필터링 설정 불필요 신청(상기 B)’의 신청사항을 확인한 후 ⃞란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필터링이 불필요한 경우
‘불필요’에 ○표를 하고 이용 또는 설정하지 않는 이유에 해당하는 번호 중 하나(※)를 오른쪽 칸 안에 기입하십시오.
※필터링 기능 탑재 기종(miraie(KYL23), mamorino Watch(ZTF31), mamorino4(ZTF32),mamorino5 (KYF40)) 이용 시에는 ‘8’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１8 7 11

２

3

Ａ

Ｂ

エ イ ユ ウ ハ ナ コ

英 雄 花 子

2001     1 16

エ イ ユ ウ タ ロ ウ

英 雄 太 郎

1968 4    12

母

同上 080   XXXX  XXXX

英
雄

080-XXXX-XXXX

17

XXX  XXXX

東京都 千代田区 飯田橋 3-X-X

KDDI주식회사/오키나와 셀룰러
전화 주식회사 귀중 20       년 월 일친권자 동의서 및 필터링 서비스 신청서

※친권자(법정 대리인)가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터링 서비스 가입 확인】오른쪽의 ‘자녀 이용에 관한 확인 사항’에 동의하신 후, 다음 중 해당 사항에 체크 표시를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