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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할인 가입신청서
기본 정보 기본정보는 필수기재상항이므로 고객님이 직접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받으실 번호 이름(대리인/법인명)

생년월일(6자리)
(주민등록번호 기준)

 남     여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번호 수집이 제한됩니다. 생년월일 6자리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등록번호는 13자리 모두 입력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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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이 선택하신 약정기간 및 이용 요금제에 따라 아래와 같이 요금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요금제 약정기간 24개월 이상

LTE 24(음성) 5,500원

LTE 24(Data) 5,500원

LTE 28 5,500원

LTE 32 7,700원

LTE 39 11,550원

LTE 49 14,850원

LTE 59 17,600원

LTE 69 19,800원

LTE 82 22,000원

① 약정기간은 중도에 변경불가하며, 약정기간 내 회선 해지 시 할인반환금이 부과 됩니다.

②  약정요금할인은 약정기간 동안 제공되며, 정지기간 중에 제공되지 않고, 정지기

간 만큼 약정만료일이 연장됩니다.

③  월 중에 가입, 약정만료, 약정해지, 요금상품 변경, 일시/이용정지 시 약정요금할

인은 일할계산 됩니다.

④ 명의변경 시 약정기간 및 약정요금 할인 금액은 승계 처리 됩니다.

할인 반환금
• 산정방식 = 월별 할인금액을 이용기간별 할인반환금 산정을*로 적용한 뒤,

 누적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할인 반환금 산정율 : 월별 할인금액 중도 해지 시 반한해야 하는 비용

 - 이용기간이 늘어날수록 산정율이 축소됩니다.

이용기간 할인반환금 산정율

~6개월 100%

~12개월 60%

~16개월 35%

~20개월 -15%

~24개월 -40%

~30개월 -60%

~36개월 -70%

예) 약정할인 반환금(예시)

- LTE 32 24개월 약정 가입자가 10개월 사용 후 해지할 경우

 7,700원×6개월×100%+7,700원×4개월×60%=64,680원

요금약정할인

단말약정할인

약정지원금(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                                          원

위약금

•사용기간 약정 내 해지하는 경우 또는 지원금이 지급되는 단말기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 사용기간 약정 중에 가입하신 요금제보다 하위요금제로 변경하실 경우 차액정산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상위요금제로 변경하실 경우 차액

정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금제별)단말지원금(변경 후 요금제의 단말지원금 포함)은 약정계약(개통)이 이루어진 시점에 공시 또는 게시된 지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과기준

•단말지원위약금은 해지/기변으로 위약금 발생 시 익월 일시 청구됩니다.

• 위약금은 해지 시점에 사용중인 요금제의 단말지원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위약금 = 단말지원금×(사용기간 약정 잔여기간/약정기간)

•차액정산금은 요금제 변경 시 발생하며, 변경 익월에 청구 또는 지급됩니다.

 - 차액정산금(요금하향) = (변경 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변경 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사용기간 약정 잔여기간/약정기간)

 - 차액정산금(요금상향) = (변경 후 요금제의 공시주언금-변경 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사용기간 약정 잔여기간/약정기간)

본인은 약속한 (                                  )개월 동안 선택한 요금제에 따라 매월 요금 할인을 제공 받으며, 단 가입 첫 달 및 마지막 달은 일할 계산되어 제공, 약정 기간 

이내에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요금할인이 중단되고, 특히 약정요금할인 금액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 하며, 그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가입함을 

동의 합니다.

가입신청고객(대리인) (서명/인)

※고객님 자필로 필히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약정기간 (                                  )개월 동안 요금제에 따라 약정지원금을 제공 받으며,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 청구 및 요금제변경 시 차액정산금 청구 

또는 지급됨을 확인하였으며, 그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고 가입함을 동의 합니다.

가입신청고객(대리인) (서명/인)

※고객님 자필로 필히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티브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