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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현재（AAS0073）

au통신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본지와 웹사이트를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패킷 통신요금」을 확인해 주십시오. 
뜻하지 않은 고액 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au휴대전화의 트러블을 지원합니다. 

고장 시, 수리나 보상을 지원합니다.
………………………………………………………………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에 걸 경우
해외에서의 이용이나 해외로의 통신은 뜻하지 않은 고액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요금플랜을 변경, 해약할 때는 지불해야 할 요금을 확인해 주십시오.

………………………………………………………………………… 

PC용 au홈페이지
（http://www.au.kddi.com/） 

스마트폰/휴대전화 중요 사항 설명(au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QR코드로 액세스할 수 없을 경우, PC등을 통해 확인하거나 KDDI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본 서면에서는 au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주의해야 할 중요사항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뒤 신청해 주십시오.

〈販売店様へお願い〉　本紙の内容をお客様にご説明のうえ、必ずお渡しください。

요금 플랜 및 할인 서비스 관련 계약 기간에 따라 변경•해지•해약 시 등에 계약해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WiMAX 2+대응 라우터」 계약에 관하여
★「WiMAX 2+Flat for DATA EX(2년)」 「WiMAX 2+Flat for DATA(2

년 a)」 「WiMAX 2+Flat for DATA(4년)」는 각각 2년 계약, 4년 계약입니
다. 해지 신청이 없으면 각각 2년 계약 및 4년 계약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계약 
기간 중 해약•일시 정지, 요금 플랜 변경을 한 경우는 계약 해제료 9,500엔이 
부과됩니다(2개월간의 갱신 기간을 제외). 단, 「WiMAX 2+Flat for DATA 
EX(2년)」, 「WiMAX 2+Flat for DATA(2년)」 또 는 「WiMAX 2+Flat 
for DATA(2년 a)」에서 「WiMAX 2+Flat for DATA(4년)」로 변경한 경우
에는 계약해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verybody Discount Light」 계약에 관하여
★「Everybody Discount Light」는 가입한 달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를 첫 1개

월로 하고, 24개월 이내에 해약·일시 정지·「Everybody Discount Light」 
해지를 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료 9,500엔이 부과됩니다. 25개월째 이후에는 
계약 해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태블릿 플랜 ds(3 년 계약, 2 년 계약) 에 관하여
★「태블릿 플랜 ds(3년 계약)」 「태블릿 플랜 ds(2년 계약)」는 각각 3년 계약 및 

2년 계약입니다. 해지 신청이 없으면 각 플랜 모두 초기 갱신 이후 2년 계약으
로 자동 갱신됩니다. 계약 기간 중에 해약•일시 정지, 요금 플랜 변경을 한 경
우에는 계약해제료가 부과됩니다(3년 계약의 경우 9,900엔, 2년 계약의 경우 
9,500엔) (2개월간의 갱신 기간을 제외).「au 구입 서포트」에 관하여

★「au 구입 서포트」의 적용을 받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경우, au회선에 대해 해
약, 일시 정지, 단말기 구입에 따른 기종 변경으로 「au 구입 서포트」를 받은 경
과 월수와기종에 따라서 「au 구입 서포트 해제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는 「제공 조건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인터넷 연결 서비스에 관하여
 ○  휴대전화•스마트폰 단독으로 인터넷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는 EZ WIN

코스, IS NET코스, au.NET, LTE NET, LTE NET for DATA중 하나의 서
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  인터넷 연결 서비스의 신청에는 「핫 인포」(광고정보 서비스)의 수신 승낙이 포
함됩니다(고객 의사에 따라 해제 가능).

 ○  콘텐츠 서비스 「Select Pack」 및 「Book Pass」 신청 시에는 가입 서비스로부터
의 알림 메일(광고를 포함)의 수신 승낙이 포함됩니다(고객이 임의로 해제 가능).

 「Everybody Discount」계약에 관하여
★「Everybody Discount」는 2년 계약입니다. 해지 신청이 없으면 2년 계약으로 자동 

갱신 됩니다. 계약 기간 중 해약•일시 정지, 「Everybody Discount」의 해지를 한 
경우에는 「Everybody Discount」 가입 연수와 관계없이 계약해제료 9,500엔이 부
과됩니다(2개월간의 갱신 기간을 제외). 단 au 가입 연수가 11년째 이후로

「Everybody Discount」와 「Family Discount/Business Discount」를 병용하
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료가 3,000엔입니다.

추천 요금플랜

LTE／VoLTE VoLTE WIN
스마트폰 휴대전화 휴대전화 전용

요금
플랜

기본요금
（「Everybody 

Discount」적용 시＊)

슈퍼 가케호
(전화 마음껏 걸기 플랜S)＊2 VK 플랜 VK 플랜S 가케호

(전화 마음껏 걸기 플랜 / 휴대전화)
가케호

(전화 마음껏 걸기 플랜 / 휴대전화, 데이터 포함)＊3

1,700엔/월 998엔/월 998엔/월
무료 통화 1,100엔 포함 2,200엔/월 2,200엔/월

국내통화료 5분 이내 : 무료＊4　　
5분 초과 : 30초/20엔＊5

au 휴대전화로 걸 때(1~21시):무료
기타 30초/20엔 30초/20엔 무료＊4 무료＊4

인터넷 연결 서비스 LTE NET ： 300엔/월 EZ WIN：300엔/월

Data Flat＊6／
패킷 통신요금 정액 
서비스

Data Flat   1 ： 2,900엔/월

LTE 더블 정액 ：
500〜4,200엔/월

— 
(종량 과금)

3,500엔/월＊7

Data Flat  ３ ： 4,200엔/월

Data Flat  ５ ： 5,000엔/월

Data Flat 20 ： 6,000엔/월

Data Flat 30 ： 8,000엔/월

＊1  「Everybody Discount」 적용 전의 기본요금은 「슈퍼 가케호(전화 마음껏 걸기 
플랜S)」가3,200엔/월, WIN au 휴대전화 전용 「가케호(전화 마음껏 걸기 플
랜)」가 3,700엔/월입니다.

＊2  「슈퍼 가케호(전화 마음껏 걸기 플랜S)」와 「데이터 정액」은 함께 계약해야 합니
다. VoLTE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슈퍼 가케호(전화 마음껏 걸기 플랜S/V)」 

「데이터 정액(V)」입니다.
＊3 「가케호(전화 마음껏 걸기 플랜 / 휴대전화, 데이터 포함)」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데이터 정액 요금의 합계 금액입니다.
＊4  0180, 0570 등으로 시작되는 타사가 요금을 설정한 전화번호에 대한 통화나 번

호 안내(104), SMS 송신, 위성 전화 / 위성 선박 전화로의 통화, 당사가 별도
로 지정하는 전화번호로의 통화 등은 「슈퍼 가케호(전화 마음껏 걸기 플랜S)」 

「가케호(전화 마음껏 걸기 플랜)」의 정액 통화 대상 외입니다. 또한 국제전화나 

해외에서의 착발신도 대상 외입니다.
＊5  「가족 할인＋Everybody Discount」의 가족에 대한 통화, 「au→자택 할인」의 

자택에 대한 통화(무료 대상 서비스인 경우)는 각 서비스가 우선 적용되고, 5분
을 넘어도 무료입니다.

＊6 당월 이용 통신량의 합계가 월간 데이터 용량을 넘었을 경우에는 당월 말까지 통
신 속도를제한합니다. 통신 속도의 제한은 4페이지의 「통신 속도 제한」을 확인해 
주십시오.

＊7 EZweb, 이메일 이용 시 통신 이외는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가산됩니다. 스마트
폰 단독으로 이용 시 가산 상한액은 2,200엔/월, 모바일 PC/PDA/카내비게이
션 등의 접속 시 가산 상한액(대상 기종에 한함＊8)은 6,400엔/월입니다.

＊8 대상 기종은 au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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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 통신의 고액 이용에 관하여
 ○ 패킷 통신요금은 송수신한 패킷량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1패킷

＝128바이트).
★패킷 통신을 이용하여 화상을 비롯한 홈페이지 열람,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의 송수신, 데이터 다운로드 등 대용량의 데이터 통신을 
하면 고액의 통신요금이 부과되므로 패킷 통신요금 정액 서비스에 
가입하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 이용하시는 패킷 통신요금이 고액이 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회선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해약이나 일시 정지 등 정액 요금이 일할 계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
습니다.

패킷 통신에 관하여
 ○ WIN 스마트폰 단독 이용 시 통신(+WiMAX 탑재 스마트폰의 

Wi-Fi/USBtethering 통신을 포함), EZweb, 이메일 이외의 패
킷 통신요금(PC, PDA, 카네비게이션 등의 통신)은 패킷 통신 정액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에서 제외합니다(특정 기종 제외).

 ○ 스마트폰으로 「중요한 알림 메일」, 「핫 인포」, 「WEBde 청구서 알
림 메일」을 수신했을 때에는 통신요금이 부과됩니다.

 ○ +WiMAX는 고속 모바일 브로드밴드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입니
다. +WiMAX 탑재 스마트폰으로 WiMAX 통신을 이용할 경우 
월 500엔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초기 출하상태로 되돌렸을 때에
는 WiMAX가 ON인 상태로 기동합니다(일부 기종 제외).

 ○ 패킷 통신은 베스트 에포트 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회선의 혼잡상황 
등에 따라 통신 속도가 달라집니다.

패킷통신 관련
스마트폰, 4GLTE 휴대폰은 인터넷에 상시 접속되게 되어 있으므로 애플리케이
션 등에 따라 데이터 통신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4GLTE 휴대폰을 이용하실 때에는 패킷 통신 요금 정액 서비스에 가입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보증 서비스에 관하여
 ○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에 가입하시면 충실한 애프터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입은 au 휴대전화 구입 시에만 가능합니다.
 ○ au 휴대전화 및 그 주변기기의 보수용 부품 제조를 종료한 뒤 4년간 보유합

니다. 보수용 부품의 보유 기간이 지난 뒤에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보유 기
간 내라도 고장난 곳에 따라서는 수리 부품의 부족 등으로 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고장난 곳이 많은 경우에는 일부에 한한 수리를 받지 
않습니다. 일부의 수리만으로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할 수 없으므로 모두 수
리하여 반환합니다(수리 내용에 따라 유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조
(소프트웨어 포함)된 것이나 당사가 지정한 수리 거점 이외에서 수리된 것
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au 휴대전화의 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부 단말기에는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판매점에서 구입 연월일을 알 수 있는 것
(영수증 등)을 받아,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

 ○ 수리 접수 시에는 단말기 본체를 지참하고 단말기 외장 상자에 있는 제조 번
호(IMEI 번호)가 필요합니다.

 ○ au 휴대전화의 무상 수리 규정은 취급설명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내의 데이터에 관하여

분실, 도난 시 연락처

 ○ au 휴대전화의 고장, 수리, 분실 등으로 인해 au 휴대전화에 저장된 
데이터 및 설정 정보가 변화, 소실될 염려가 있습니다. 데이터 및 설
정 정보의 변화, 소실로 인한 손해에 관해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
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수리 시에는 고객이 스스로 데이터를 소거한
뒤 접수하셔야 합니다. 고객 스스로가 단말기 내의 데이터를 외부 기
억장치에 옮기는 정기적인 백업과 수리 접수 전 백업을 실시해 주십
시오.

 ○ 당사에 Osaifu-Keitai®의 수리를 의뢰하실 경우는 미리 FeliCa 칩 
내의 데이터를 소거하시거나 당사 또는 당사 대리점이 FeliCa칩 내
의 데이터를 소거할 것에 승낙해 주셔야 합니다. 데이터의 이동은 고
객스스로 실시해 주십시오.

<도난•분실•고장 안내>　연중무휴/24시간 접수(무료) 
au 휴대전화에서113　
au 이외의 휴대전화, 일반전화에서 0077-7-113(무료)
※위 번호를 이용하실 수 없을 경우：0120-977-033

사후 지원관련
●고장난 곳이 많은 경우 일부에 한한 수리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단말기 데이터의 정기적인 백업과 수리 전의 백업은 고객 스스로 실시해 
주십시오.

해외에서 사용
 ○ 1분간 통화료 일례 （면세）

외국 국내에의
국내통화

일본으로의
국제통화

일본 이외의 지역
으로의 국제통화

외국에서 착신
했을 경우

미국 120엔 140엔 210엔 165엔

〈데이터 통신 요금(면세)〉
○ 스마트폰을 이용한 패킷 통신 요금은 IS NET 계약일 경우 0.2엔/패킷, 

LTE NET 계약일 경우 1.6엔/KB입니다. 기타 기종(au 휴대전화)의 
패킷 통신 요금은 au 전세계 서비스 CDMA일 경우 0.35엔/패킷, au 
전세계 서비스 GSM일 경우 0.2엔/패킷※입니다.

　※au 전세계 서비스 GSM에서는 통신마다 최저 요금(50엔)이 부과됩니다.
 ○ SMS(C-mail) 송신료는 100엔/통신입니다. 수신료는 무료입니다.

해외이용관련
해외에서의 이용은 일본 국내의 각종 정액이나 할인 서비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패킷 통
신요금이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국(이용)하기 전 사전 확인과 설정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걸기•보내기(au 국제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 30초간 통화료 일례(24시간 균일요금)　 （면세）

 ○ 당사에서 매월 이용한도액(30,000엔)을 설정합니다. 당사가 한도액 
초과를 확인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을 정지시킵니다. 또한, 해당 
통화요금의 지불이 확인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국제 SMS(C-mail) 송신료는 100엔/통(면세)입니다. 수신료는 무
료입니다.

미국 본토 한국 중국 필리핀 태국
20엔 55엔 55엔 65엔 65엔

○ 해외에서 이용하실 때는 au 전세계 서비스의 대응 기종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 통화료, 패킷 통신요금은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실 때와 다릅니다.
★외국에서 착신했을 때에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전세계 데이터 정액 및 Overseas Double-Teigaku의 제외 대상인 경우

에는 패킷 통신요금이 비싸질 수 있으므로 해외 데이터 로밍 설정을 ON으
로 하실 때는 자동 동기화나 메일 자동수신 등 패킷 통신이 자동으로 이루
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이나 기능을 OFF로 하는 등 이용에 맞는 설정을 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계 데이터 정액〉
○Data Charge 옵션에 가입하고 정액 대상인 국가, 지역에서 정액 요금 

980엔/24시간(면세)을 지불하시면 일본에서의 데이터 정액 서비스 등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계 데이터 정액 이용의 통신량
은 「데이터 정액 1〜30」이나 「데이터 정액 2(VK)〜5(VK)」, 「LTE 
Flat」 등의 데이터 정액 서비스의 월간 용량 또는 Data Charge의 데이터 
용량 구입분부터 소비합니다. 제공 조건 등의 자세한 내용은 au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음성 통화 및 SMS의 이용은 대상 외입니다. 고객님이 이용을 시작한 후 
24시간의 통신에 대한 금액입니다.

〈Overseas Double-Teigaku〉
○인터넷 연결 서비스 등에 가입하고 정액 대상인 국가, 지역, 사업자를 이용

할 경우 최대 2,980엔/일(면세)이 적용됩니다. 제공 조건 등의 자세한 내
용은 au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음성 통화 및 SMS의 이용은 대상 외입니다. 일본 시간 1일(0:00부터 
23:59까지)의 통신에 대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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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청이나 변경 절차
○ 기종변경, 해약, 일시 정지, 양도•승계수속은 au숍, PiPit 등에서 접

수합니다.
○ 요금플랜, 각종 서비스의 변경 절차는 au숍, PiPit 등 KDDI 고객센

터, web, au 홈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일부 접수 제외).
○ au ID의 통합으로 인해 통합 전의 au ID로 이용했었던 서비스는 이

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au 간단 결제의 통신료 합산으로 지불했던 
계속 이용서비스는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 au ID에 복수의 au 회선을 등록한 경우(au ID를 통합한 경우)에는 
계약 정보(이름/계약 주소/비밀번호)의 변경시에 모든 au 회선의 정
보가 변경됩니다.

★유료 콘텐츠나 유료 애플리케이션 등은 자동으로 탈퇴•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기종 변경이나 해약 등으로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고
객님이 직접 탈퇴•해지를 하도록 부탁 드립니다.

○ 판매점에서 신청한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서면 교부를 대신하여 
「au 고객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내용의 확인 기
간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최대 6개월간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운
로드 또는 인쇄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 계약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 「au 고객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일부 신청 내용에 관한 확인 기간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최대 6개
월간입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또는 인쇄를 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 「au 고객 지원」에서 PDF 형식 파일을 열람할 때 이용하는 PDF 열람 
소프트에 따라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에는 PC에 「AdobeⓇReaderⓇ」를 다운로드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계약과 이용에 관하여

휴대전화와 au IC카드
 ○ 전화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각종 서비스가 다릅니다.
 ○ au IC카드의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됩니다.
 ○ 분실 및 파손 등으로 인한 au IC 카드의 재발행에는 소정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비밀번호
 ○ au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번호입니다. 초기값은 

신규계약 시 신청서에 기입하신 4자리 숫자입니다. 이용자 이외의 사
람이 이용했을 경우에도 당사는 계약자가 그 비밀번호를 사용한 것으
로 취급하므로 관리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LTE/VoLTE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 LTE NET의 패킷 통신 시 아래의 파일을 대상으로 화면의 표시속도나 영

상의 재생 시작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통신을 최적화할 경우가 있습니다.
화상파일：BMP, jpg, gif, PNG 형식
영상파일： MPEG, AVI, MOV, FLV, MP4, 3GP, WebM, ASF, WMV 형식
※최적화란 스마트폰 화면에 화상을 적합한 크기로 압축하고 전송효

율이 보다 높은 코딩 형식으로 영상을 변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압축•변환된 데이터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HTTPS 통신, 이메일 첨부 파일은 최적화하지 않습니다.
※LTE NET for DATA도 스마트폰 통신은 최적화 대상이 됩니다.
※통신의 최적화가 필요하지 않으신 고객께서는 고객센터(157)에서 

비적용 수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 서비스 권역의 품질향상을 위해 통화, 데이터 통신 시의 품질, 전파 
상황 및 발생장소(GPS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한 정보는 
권역 품질의 향상에만 이용합니다. 또한, 통신 내용의 수집이나 고객 
개인의 특정은 하지 않습니다.
※본 기능은 대응 단말기에서 off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VoLTE 대응 기종에 대해〉
○ VoLTE 대응 기종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님은 Sync Call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Sync Call에는 「단말기 조작 시 조작 중인 화면을 표시한 채 음성 
착신을 받을 수 있는 기능」과 「음성 통화 시 표시되어 있는 화면, 서
로의 위치, 카메라로 촬영 중인 영상, 손으로 쓴 내용을 통화 상대와 
공유하는 기능(이후 Sync Functions)」이 있습니다. 음성 통화 중 
데이터 통신 서비스(Web 열람 등)를 이용하거나 Sync Functions
를 이용할 때는 패킷 통신이 발생합니다.

○ Sync Call 앱은 착신 또는 통화 중에 통화 상대의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고객님의 연락처 정보를 이용합니다.

○ Sync Functions를 이용할 때는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고유의 식별자
로 한 등록 정보가 고객님의 단말기에서 당사의 서버로 정기적으로 패
킷 통신에 의해 송신됩니다.

○ Sync Functions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단말기의 주소록이나 착발신 
이력 등에 저장된 전화번호의 Sync Functions 이용 여부 등록 정보
를 당사 서버에서 확인하여 서버에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전화번호가 
Sync Functions에 대응하고 있는 것을 단말기 화면에 표시합니다. 
당사 서버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때는 패킷 통신 요금이 부과됩니다.

○ Sync Call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당사는 음성 착신 횟수, Sync 
Call 앱의 설정 상황, Sync Call의 이용 상황(통신 이력 등을 포함)
에 관한 데이터를 패킷 통신으로 수집 및 분석합니다.

○ Sync Call 이용 중에 발생하는 패킷 통신은 통신료가 부과됩니다.
○ Sync Call은 앱에서 「설정」을 이용해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Data Charge 에 관하여
○ Data Charge를 신청하면 「Data Gift」 서비스에 의해 「au Smart 
Value」 또는 「일괄청구/KDDI 통합청구」에 포함된 가족들이 서로 계
약한 데이터 용량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용량을 분배할 때는 분배를 받는 고객의 이름 및 au 휴대전화
번호가 데이터를 분배하는 고객에게 표시됩니다.

○ 정기 유지 및 보수로 인해 월 말일 23시~다음달 1일 9시 사이에는
Data Gift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계약 사무 수수료에 관하여
 ○ 신규 가입 시에는 계약 사무 수수료 3,000엔이 부과됩니다.
　첫회 이용 요금과 함께 청구됩니다.
 ○ LTE 듀얼/VoLTE의 경우 같은 달에 누계 3번 이상의 요금 플랜 변

경은 1,000엔/회의 계약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는 au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유니버설 서비스 요금에 관하여
○ 1개의 전화번호 당 월 3엔을 부담해야 합니다.(향후 요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가입전화 등의 전화 서비스(「유니버설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전국 
어느 세대에서나 똑같이 안정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
을 통신회사 전체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요금 지불
 ○ 인터넷으로 이용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WEB de 청구서」로 청구

합니다(종이 청구서 및 청구서에 동봉된 내용물은 우송하지 않습니다).
 ※「지면 청구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면 청구서 발행 수수료(200엔/1청구)가 부과됩니다.
 ○ 신용카드 이외의 지불로 이용금액이 당사가 정한 금액에 달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2개월에 1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단, 분할납입금 등 
할부금을 지불하고 있을 경우나 오키나와 셀룰러 전화로 계약하셨을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당사에서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지불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 약관
에 따라 연체이자의 청구나 통화정지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화정지 기간 중에도 기본요금 등의 요금은 발생하며 청구됩니다.
계약 중 또는 과거에 계약했던 당사의 전기통신서비스(au 휴대전화 
이외도 포함합니다) 중 이용요금 등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을 경우 모든 계약에 관하여 함께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제가 이루
어질 수 있습니다.

 ○ 이용요금 등이 고액에 이르렀을 경우는 수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금•서비스의 적용일
 ○ 월 도중에 가입한 경우의 기본요금(무료 통화를 포함한 기본 사용 요

금)은 이용 일수 분의 일할액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에 관하여
 ○ 스마트폰은 인터넷 이용을 전제로 한 고기능 휴대전화입니다. 애플리

케이션을 자유로이 설치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 측면에
서 종래의 휴대전화와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  무료 애플리케이션 등에는 이용자의 정보가 정보수집 사업자나 광고발
신 사업자 등에 송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에 관한 이용 허락이나 
이용규약을 잘 확인하고 내용을 이해한 뒤 동의, 이용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정보 보안 3개조】
1）OS(기본 소프트웨어)를 갱신

스마트폰은 OS를 갱신(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오래된 OS를 사용
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커집니다. OS 갱신 통지가 오면 
신속히 설치해 주십시오.

2）백신 소프트웨어의 이용 확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되었습니다. AndroidTM 
탑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시고 계신 경우에는 au 스마트 패스에서 
제공하고 있는「Virus busterTM for au」를 이용하십시오.

3）애플리케이션의 입수 시 주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의 입수처) 중에는 안
전성 등의 사전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웹사이트
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애플리케이션이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입수할 때는 OS 제공 사업자나 휴대전화 회사 등
이 안전성 심사를 마친 믿을만한 제공 사이트를 이용합시다. 또한, 
설치 시에는 애플리케이션의 기능과 이용조건에도 주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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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Smart Value에 관하여
○ 고객님의 자택이 고정통신서비스의 제공 제외 지역으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정의 Wi-Fi 라우터와 함께 au Smart 
Value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일 자택에서 이 고정통신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계약하는 것에 사
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정통신서비스를 계약하지 않을 경우
에는 au Smart Value의 할인을 종료합니다.

○ au Smart Value(공유기 할인)의 계약 후 제공 회사측 사정으로 고
정통신서비스가 개통되지 않고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취소 월의 다음
달부터 4개월 이후는 할인 금액을 변경합니다. 변경 내용은 au 홈페
이지 등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고정통신서비스의 계약자가 au 통신서비스의 계약자와 다를 경우 고
객정보의 취급, 기타 이 신청에 필요한 동의를 고정통신서비스의 계
약자로부터 미리 얻어둔 경우에 한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u Smart Value의 제공에 관한 고객정보의 취급에 관하여】
○   당사(이하, 오키나와 셀룰러 전화 주식회사를 포함합니다.)는 고객이 
계약한 고정통신사업자(au Smart Value의 대상이 되는 고정통신서
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를 가리킵니다)와의 위탁계약에 바탕을 두
어 고객정보 취급의 아래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업무를 수탁하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에 따라 확인해 주십시오.
※당사 및 고정통신사업자는 au Smart Value의 안내 및 제공을 

위해 고객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취득한 고객정보를 당사 및 고정
통신사업자의 정보 시스템(전화통신도 포함합니다)을 통해 상호 
간 제공 및 이용됩니다.

※상호간 제공 및 이용되는 고객 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및 생년월일, 고객이 신청했거나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 
전화, TV의 각종 서비스 내용과 신청, 제공 개시, 해약 등 일자와 
같은 신청 또는 계약 상황에 관한 정보입니다.

※당사 및 고정통신사업자는 양자간에 체결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
한 계약에 바탕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실시합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개시, 정정 또는 이용 정지 등의 청구, 그 밖의 
질문, 의견 등의 신청에 관해서는 고객께서 계약하신 고정통신사
업자가 지정하는 상담창구에 연락해 주십시오. 당사의 상담 창구
에서도 대응 또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  au Smart Value mine을 신청하시는 고객에 대해 당사 및 고객
의 계약과 관련된 이동 통신 사업자(au Smart Value mine의 대
상이 되는 이동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사업자 및 그 제공과 
관련된 통신 사업자를 말합니다)는 계약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 정보를 상호간 제공, 이용합니다.

구 단말기(AndroidTM 단말기)에서의
au 간단 결제(Google PlayTM) 이용에 관하여
○ au 간단 결제(Google PlayTM)는 au 통신 서비스계약의 조건이므

로 기종 변경 후에도 구 단말기(AndroidTM 단말기)에서 au 간단 결
제(Google PlayTM)를 이용할 경우에는 기종 변경 후의 au 휴대전
화 이용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구 단말기(AndroidTM 단말
기)에서의 au 간단 결제(Google PlayTM) 이용을 중지하려면 au 
IC 카드를 빼고 사용하십시오.

휴대전화•PHS 번호 이동성(MNP)에 관하여
 ○ 전화번호 이외에 현재 계약하고 있는 통신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

비스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현재 계약하고 있는 통신 회사로부터 MNP를 이용해 변경할 때는 수

수료가 부과됩니다. au로부터 전출 시에는 MNP 전출 예약 수수료 
3,000엔이 부과됩니다.

au 국제 통화 정액에 관하여
 ○ au 국제 통화 정액의 계약자가 월내의 정액 대상이 되는 통화 횟수를 

확인 신청했을 때는 계약자 본인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통화 
횟수를 공개합니다.

필터링 서비스
 ○ 「청소년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

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성년자가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필터링 서비스(안심 액세스)가 신청됩니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보호자께서는 자녀분에게 휴대전화로 인터넷

을 사용하게 할 경우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필터링 서비스를 해지(미신청)할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필터링 서비
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미성년의 인터넷 이용은 보호자의 충분한 이해와 책임 하에 판단해 
주십시오.

이용자정보 등록에 관하여
 ○ 계약자와 au 휴대전화의 이용자가 다를 경우는 계약자의 신고에 따

라 이용자 정보를 등록합니다(개인 또는 Family Discount인 대상 
범위 내인 분에 한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이용하게 할 경우는 이용자 
등록을 받습니다.

 ○ 계약자는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보를 당사에 등록하고 그 밖에 
au 휴대전화의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뒤 이용자의 승낙
을 얻습니다.

 ○ au 휴대전화 계약에 관한 각종 절차(계약변경, 옵션 선택 등)는 모두 
계약자의 신청을 받습니다.
단, 통화명세 신청은 이용자에게 아래의 사항에 관한 승낙을 얻은 뒤 
신청을 받습니다.

（1）통화명세에는 통신의 일시, 통신 상대, 그 밖의 사항이 표시된다.
（2）통화명세는 요금 청구서와 함께 계약자가 지정한 곳으로 송부된다.
（3）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통화 명세 종류의 변경, 발행의 해지가 이루어진다.

이용자 정보를 변경했을 경우 통화명세의 발행은 해지됩니다.
 ○ 계약자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게 할 경우에도 au 휴대전화의 이용에 

따른 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용자가 그 회선을 
이용하여 스팸메일 송신행위 등 계약상 의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그 행위는 계약자의 행위로 간주하며 이용 정지, 계약 해제, 다른 사
업자와의 스팸메일 송신자 정보 교환 등은 계약자 명의로 이루어집니
다. 이용상의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 각종 사이트에서 구입한 유료 서비스 및 물품 판매 대금은 통신 요금
과 함께 계약자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구입 등에 쓰이는 au 통합 결
제/EZ유료정보서비스의 비밀번호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관리해 주십
시오.

미성년자 계약에 관하여
 ○ 계약자가 20세 미만일 경우 친권자이신 분은 다음과 같은 친권자 동

의 사항에 동의하신 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 :  각종 사이트에서 구입한 유료 서비스 요금 및 물품 판매 대금을 
au통신서비스의 통신요금과 함께 지불할 수 있는 au 간단 결제 
등의 결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2 : 당사에서는 au휴대전화 등으로부터의 통신을 통해 각종 신청의 
변경을 직접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 친권자 서명란의 친권자 명의에 한합니다.
 ○ 미성년자의 계약일 경우 친권자께 계약 동의의 확인 통지를 합니다. 

또한, 친권자께 전화로 확인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계약
에서 요금미납이 있을 경우 친권자께 금액 등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
니다.

【친권자 동의 사항】
나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대표자로 계약신청자가 KDDI 주식회사
와 au(WIN) 통신서비스 계약약관 또는 au(LTE) 통신서비스 계
약약관에 바탕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이용 개시 이후 요금 플
랜 변경, 기종변경, 기타 au 통신서비스＊1 에 관한 각종 신청(단, 
안심 액세스서비스 등 필터링 서비스의 변경·해지 및 전화번호 변경 
신청을 제외합니다)을 하는 것에 관하여 미리 동의합니다＊2. 
또한 계약신청자가 개별 신용구입 알선 또는 개품 할부 판매를 통해 
휴대전화기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신청자가 KDDI 주식회사와 

「개별 신용구입 알선 계약 약관」 또는 「개품 할부 판매 계약 약관」
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분할 납입금 또는 할부금의 납입 
기간 도중에 분할 납입금 또는 할부금의 일괄 납입 신청을 하는 것
에 관하여 미리 동의합니다＊1.
계약자 본인이 au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방법으로 내 명의의 신
용카드＊2 를 지정했을 경우는 계약자가 이용한 au 통신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지정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3 를 통해 지불하는 것에 동의하고 
만일 요금 납입이 연체될 경우 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팸메일 대책
 ○ 고객님이 이메일(ezweb.ne.jp)을 이용하실 때는 스팸 메일 대책으

로 「스팸 메일 맡김 규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팸 메일 맡김 규
제」는 스팸메일일 가능성이 있는 메일을 자동 판정하여 고객님께 전
달하지 않지만＊ 매우 드물게 스팸 메일이 아닌 메일이 규제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전달되지 않은 메일 정보(수신 일시, From 주소, 제
목)는 1일 1회 메일(유료)로 통지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이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님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팸 메일 
맡김 규제」를 해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는 아래의 카테고리로 분류된 스팸 메일의 특

징을 파악한 다음 고객님께 송신된 메일의 제목, 본문 등의 정보를 
참조하여 스팸 메일의 특징과 합치하는 메일을 고객님께 전달하지 
않도록 합니다.

【대상 카테고리】 만남 알선/마약류/성인용/도박/금융 사기/악성코드
(부정한 동작을 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작된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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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권역

○서비스 권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au 휴대전화의 기종에 따라 4G LTE 서비스 권역이 다릅니다.

4G LTE 서비스 권역에서 VoLTE 비대응 기종은 데이터 통신은 이
용할 수 있지만 음성 통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터널, 지하, 실내, 빌딩으로 인한 전파 방해 지역, 산간부 등 전파가 
닿지 않는 곳이나 서비스 지역 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지대, 고층빌딩, 고층 아파트 등 전파 상태가 나쁜 곳 및 기상 상황
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au Wi-Fi SPOT에 관하여

○고객님이 KDDI 주식회사/오키나와 셀룰러 전화 주식회사와 au 통신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 주식회사 와이어 앤드 와이어리스와 성립하는 

「au Wi-Fi SPOT 이용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식회사 와이어 앤드 와이어리스는 해당 규약에 따라 대상 고객님께 

「au Wi-Fi SPOT」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au Wi-Fi SPOT 이용 규약

http://www.au.kddi.com/mobile/service/smartphone/
wifi/wifi-spot/regulation

※au 홈페이지>스마트폰/휴대전화>중요 사항 설명 등(au 통신 서비스
를 이용하실 때)>계약>au Wi-Fi SPOT에 관하여 

통신속도의 제한
 ○  네트워크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고객의 통신속도를 

제한합니다.

＊1 Date Carge로 구입하신 데이터 용량도 제한 대상입니다. 
＊2 4G LTE 스마트폰, 4G LTE 태블릿, 4G LTE 대응 PC의 계약인 

경우에는 「합계 6G 이상」이 됩니다.
 ○ 「WIN Single-Teigaku WiMAX」, 「WIN Single-Teigaku」대

응 기종, 스마트폰 및 PC 접속 데이터 통신의 상한액 대응 기종에서
의 패킷 통신은 네트워크에 과다한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
파일 첨부, 파일 다운로드 등 대량의 데이터 송수신이나 스트리밍, 
영상 재생 등 연속된 데이터를 송수신한 경우 네트워크의 혼잡 정도
에 따라 통신 최대속도를 제한합니다. 
통신 완료까지 시간이 걸리거나 영상이 부드럽게 표시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품질 유지 및 설비 보호를 위해 일정시간(24시간 이상)동안 
계속 접속하고 있는 통신을 단절하거나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포트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LTE/WiMAX 2＋에서 당월 이용 통신량이 합계로 월간 데이터 용
량을 넘었을 경우에는 당월 말까지 통신속도를 최대 128kbps로 제
한합니다. 통신속도의 제한은 다음달 1일에 순차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리고 「Data Charge」로 데이터 용량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용
량분에 대해서 통신속도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옵션」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데이터 용량을 초과한 후에도 통신
속도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트라 옵션」 이용료는 au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십시오.

 ○  「+WiMAX」 탑재 스마트폰 및 DATA08은 3G 통신을 이용한 당
월 이용 통신량이 5GB를 넘으면 당월 말까지 3G 통신을 이용한 통
신속도를 최대 128kbps로 제한합니다. 통신속도의 제한은 다음달 
1일에 순차적으로 해제합니다.

이용 제한

○계약 신청서에는 반드시 주소 및 자택 또는 근무처 등의 유선 전화 번
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당사에서 연락을 드릴 경우가 있을 때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통화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일부 휴대전화에 관해서는 네트워크로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① au 숍 등 판매점에서의 절도(도난)나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통해 
부정하게 입수한 휴대전화기

② 대금채무(납부 등에 관한 채무를 포함)가 이행되지 않은 휴대전화기
③ 본인확인서류 위조나 신청서의 기재내용(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에 허위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등 부정한 계약을 통해 입수한 휴
대전화기

④ 교환용 휴대전화기 배달 서비스로 회수하여 이용할 수 없게 한 휴
대전화기

○ 당사는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 
사업법,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상의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업무 감독관청이 정한 사업분야별 가이드라
인,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합니다. 

○ 당사는 전기 통신 사업, 은행 대리업, 보험 대리업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당사 홈 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ht tp://
www.kddi.com/corporate/kddi/public/privacy/)에 
기재한 아래의 업무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전기 통신 서비스 등
1.이용 요금 등에 관한 업무 2.계약 심사 등에 관한 업무 3.고객님 상
담 대응에 관한 업무 4.애프터서비스에 관한 업무 5.옵션 서비스의 추
가 및 변경에 관한 업무 6.서비스 중지에 관한 업무 7.현행 서비스, 신 
서비스, 신 메뉴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8.설문조사에 관한 업무 9.이
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상품, 서비스, 이벤트, 캠페인에 관한 업무 
10.신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품질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업무 11.서
비스 제공에 관한 시설, 기기,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용, 관리에 관한 
업무 12.상품의 결함, 시스템 장해, 서비스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의 조
사 및 대응에 관한 업무 13.당사와 당사의 관계 회사 및 제휴처※가 제
공하는 각종 서비스(통신 서비스 이외도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14.기타 서비스 약관 등에 정하는 업무 목적

(2) 콘텐츠 서비스 등
1.이용 요금 등에 관한 업무 2.계약 심사 등에 관한 업무 3.고객님 상
담 대응에 관한 업무 4.애프터서비스에 관한 업무 5.옵션 서비스의 추
가 및 변경에 관한 업무 6.서비스 중지에 관한 업무 7.현행 서비스, 신 
서비스, 신 메뉴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8.설문조사에 관한 업무 9.이
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 상품, 서비스, 이벤트, 캠페인에 관한 업무 
10.신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 품질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업무 11.서
비스 제공에 관한 시설, 기기, 소프트웨어의 개발, 운용, 관리에 관한 
업무 12.상품의 결함, 시스템 장해, 서비스와 관련된 사고 발생시의 조
사 및 대응에 관한 업무  13.당사와 당사의 관계 회사 및 제휴처※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통신 서비스 이외도 포함)에 관한 정보 제공 업
무 14.기타 서비스 약관 등에 정하는 업무 목적

(3) 은행 대리업
1.당사 지정 제휴 금융 기관※의 엔 예금, 외화 예금 접수, 자금의 대출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의 매개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2.당사 지
정 제휴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의 자격 확인 업
무 3.당사 지정 제휴 금융기관※의 현행 서비스, 신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4.당사 지정 제휴 금융기관※의 캠페인, 이벤트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5.은행 대리업과 관련된 고객님 상담 대응에 관한 
업무 6.은행 대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관한 업무 7.당사와 당사의 
관계 회사 및 제휴처※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4) 보험 대리업
1.당사 지정 제휴 금융 기관※의 엔 예금, 외화 예금 접수, 자금의 대출
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체결의 매개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2.당사 지
정 제휴 금융기관※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할 때의 자격 확인 업
무 3.당사 지정 제휴 금융기관※의 현행 서비스, 신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4.당사 지정 제휴 금융기관※의 캠페인, 이벤트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5.은행 대리업과 관련된 고객님 상담 대응에 관한 
업무 6.은행 대리업과 관련된 설문조사에 관한 업무 7.당사와 당사의 
관계 회사 및 제휴처※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 업무

※제휴 금융 기관, 제휴 보험 회사, 당사의 관계 회사 및 제휴처는 당사 홈 
페이지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별도게재 5)(http://www.kddi.com/
corporate/kddi/public/privacy/exhibit5/)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 개별 신용구입 알선계약에 관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해서는 「개별 신
용구입 알선 등 신용거래에 관한 개인정보 취급규약」에 따릅니다.

○개인정보의 공동 이용이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공개·
정정, 다이렉트 메일 등에 의한 안내의 정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불만 
창구 등,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 및 최신판은 당사 홈페이지
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http://www.kddi.com/corporate/kddi/
public/privacy/)을 참조하십시오.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에 관하여

○당사는 은행 대리업에서 취급하는 고객님의 은행 거래에 관한 정보(고객
님의 예금, 외환 거래, 자금 차입에 관한 정보 및 기타 고객님의 금융 거
래, 자산 등에 관한 정보)를 「1.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에 대해」에 기재한 
업무(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를 포함)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전기 통신 사업이나 보험 대리업 등 은행 대리업 이외의 업무에
서 취급하는 고객님 정보를 은행 대리업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는 보험 모집과 관련된 업무에서 취급하는 고객님 정보(고객님이 신
고한 생활 또는 재산 등에 관한 정보로, 보험 모집을 위해 필요한 정보)
를 은행 대리업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 대리업의 개인정보 취급

조  건 규제대상시간

EZ WIN/
IS NET코스

최근 3일간(당일 제외) 합계
300만 패킷 이상을 이용한 고객 종일

LTE NET코스/
LTE NET for DATA*1

최근 3일간(당일 제외) 합계
3GB 이상을 이용한 고객*2 종일



주식회사【문의】K D D I 고 객 센 터

홈페이지 주소　http://www.au.kddi.com/

［au휴대전화에서］ 국번 없이　157(무료)  ［일반전화에서］      0077-7-111(무료)

［스마트폰에서］ au 포털 또는 au 스마트 패스 TOP
    au 고객 서포트

［au휴대전화에서］ EZ 버튼    톱 메뉴 또는 au 포털 톱　  
    au 고객 서포트
※상담원과의 통화는 9：00~20：00
※일부 메뉴를 제외하고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정비 시간이나 시간대에 따라 이용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프리콜

〈受付店〉

6

●「QR코드」는 주식회사 덴소웨이브의 등록상표입니다. ●「Wi-Fi」는 Wi-Fi Alliance의 등록상표입니다. ●「FeliCa」는 소니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Google Play」「Android」는 Google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AppleCare」는 Apple Inc.의 서비스 마크입니다. ●「AdobeⓇReaderⓇ」는 Adobe Systems,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바이러스 버스터」는 트랜드마이크로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입니다.         

본 서면에 기재된 금액은 특별한 기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 별도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 별도 금액의 합계로부터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 포함 금액의 합계와는 다릅니다. 또한 세금 포함 금액은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표기합니다(통화료, 통신료는 제외).

고객님이 아래 (1), (2) 중 하나를 확인하여 자택의 전파 상황, 당사 및 판매점의 법령 준수 상황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당사 사정으
로 전파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당사로 소정의 신고를 함으로써 【계약 해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 계약】에 기재된 각종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1), (2) 중 하나의 확인 결과, 자택의 전파 상황, 당사 및 판매점의 법령 준수 상황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분명한 경우 또는 당사 사정으로 전파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속한 판매점으로 고객님이 직접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 가능 기간】
○ 전파 상황이 불충분한 경우는 「전파 지원 24」의 조사 실시일로부터 8일 이내입니다.
○ 법령 준수 상황이 불충분한 경우 또는 당사 사정으로 전파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입니다(다만 서면 교부가 신청일 다

음날 이후인 경우에는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계약해제의 대상이 되는 관련 계약】
(가) au(WIN) 통신 서비스 계약 약관 또는 au(LTE) 통신 서비스 계약 약관에 근거한 계약
(나) 위 계약에 부수되어 체결된 단말기 등(휴대전화기나 그 부속품 및 동시에 구입한 기타 상품)의 매매 계약(보상 판매 프로그램을 제외) 및 그 

지불에 관한 계약(개별 신용 알선 계약 등)
(다) (가) 또는 (나)의 계약해제로 인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유료 계속 서비스와 관련된 계약 등

【적용 조건】
○ 관련 계약에 단말기 등의 매매 계약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약해제를 신청하는 판매점으로 단말기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예외적으로 단말기 

등이 물에 빠지거나 액정 화면에 균열이 있거나 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등은 판매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제일까지 발생한 이용 요금은 고객님의 부담입니다.
※MNP로 계약한 고객님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계약 전에 이용하고 있었던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타사의 계약 내용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

우가 있습니다.
　고객님이 직접 계약 전에 이용했던 통신 회사로 사전 확인과 수속을 부탁 드립니다.
※계약해제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단말기 등이 물에 빠지거나 액정 화면에 금이 가는 등 정상적인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비를 청구합니다.
※기종 변경으로 인해 AppleCare＋가 해지된 경우에는 관련 계약을 해제했어도 AppleCare＋의 재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이 대형 범죄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휩쓸려 들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이란 전화 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휴대전화가 부정하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본인 확인 서류는 계약자 본인의 것입니까? 또한 올바른 정보입니까?

휴대전화, 누가 이용합니까?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등의 조건과 교환하여 휴대전화의 계약을 의뢰한 것은 아닙니까?
복수의 단말기를 계약시키고 단말기를 사취하는 사건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이 계약한 그 휴대전화가 「전화 금융 사기」 등의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계약 시에 이름, 주소, 생년월일을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

본인 특정 사항을 은폐할 목적으로 위반하면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전화나 SIM 카드 등을 휴대전화 사업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

휴대전화 사업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전매)으로 양도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대전화의 이용 요금 및 기기 대금은 계약자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비스 개통 후 취급에 관하여

（1）전파 상황 확인
자택에서 전파가 잘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신규 가입·기종 변경/단말기 증설의 신청일로부터 8일 이내에 「전파 지원 24」로 전파 조사를 신청
해 주십시오.(단 서면 교부가 신청일 다음 날 이후인 경우에는 서면 수령일로부터 8일 이내의 기간입니다.)
※「전파 지원 24」로의 신청은 Web 사이트나 앱, au 숍, PiPit, KDDI 고객 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파 지원 홈페이지(http://www.au.kddi.com/mobile/area/dennpa-support)

（2）법령 준수 상황 확인
당사와의 서면 계약에서 당사 및 판매점의 설명 의무, 서면 교부 의무와 관련된 준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말기를 구입한 65세 
이상인 고객님은 계약 시의 사전 서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