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TE 약정할인 / 의무약정제 가입 신청

상세 가입 및 
이용조건

위약금안내

약정할인
프로그램

의무약정제

• LTE 약정할인 프로그램은 약정 기간 (                             )개월 동안 매월 (                                                                             )원의 요금 할인이 지원됨

• 미디어로그 대리점을 포함한 모든 유통점에서 구입 (혹은 자급)한 단말기로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의무 사용기간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할인을 제공 (단, 24개월 약정할인은 30개월까지 요금할인 제공)

• 의무약정 및 타 요금/제휴 할인프로그램과 동시 가입 불가

• 일시정지 시 약정기간에서 제외되어 일시정지 기간만큼 약정기간 연장됨

• 약정할인 프로그램 신청 이후 약정기간 변경은 불가함

• 기기 변경 시 약정요금제 및 약정기간의 유지는 가능하나, 교체 단말기 기종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음

• 약정 기간 중 약정할인 비대상 요금제로의 변경, 계약 해지 (요금미납, 단말기분실/파손 등 사유 포함), 명의변경 (양수인이 약정 미승계의 경우),

• 약정 철회 시는 해당 월의 요금할인은 제공되지 않으며, 위약금이 발생함

• 약정할인 대상 요금제간 요금제 변경 시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할인금액은 요금제 별 사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제공됨 (잔여 약정기간이 유지됨)

• 약정 사용기간 12개월/24개월 이후에는 위약금 발생하지 않음

• 위약금 = 각 대상구간 별 위약금액을 누적합산

 201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인

※ 회사는 본 가입신청 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확인 후 그 사본을 보관합니다.

약정요금할인 요금제 기본료 12개월 약정 24개월 약정

LTE 약정할인 
프로그램
(부가세 별도)

복지 LTE 28 30,800원 3,300원 7,700원

유심 가성비 1 13,200원 - 4,400원

유심 가성비 3 23,100원 - 4,400원

유심 가성비 6 28,600원 - 4,400원

유심 가성비 11 36,300원 - 4,400원

유심 실속 500M 6,490원 - 2,200원

유심 실속 1 11,000원 - 3,300원

LTE 청소년 24 26,400원 770원 1,650원

LTE 청소년 34 37,400원 3,300원 7,700원

LTE 청소년 42 46,200원 5,500원 11,550원

 유심 청소년 (초) 18,150원 - 17,050원

 유심 청소년 (중) 18,700원 - 17,600원

 유심 청소년 (고) 23,100원 - 20,900원

LTE요금제 및 LTE 부가상품 가입 시 데이터 용량은 3G/4G (LTE)구분 없이 각 N/W제공 가능 범위에 따라 제공 됩니다.
※ LTE 커버리지 지역내에서도 일부 음영 지역이 있을 수 있어, 데이터의 경우 3G로 접속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VoLTE 통화가 끊어질 경우에는 일반 음성통화로 이용 가능합니다.

□ 체크
본인은 VoLTE 단말기의 경우 고품질 음성통화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VoLTE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됨을 안내받았음

□ 체크 본인은 LTE 서비스 커버리지에 대한 안내를 받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

약정기간 :                                                                                   약정금액:  

• 의무약정 기간 종료전에 이용계약 해지 (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 사유포함), 명의변경 (양수인이 의무약정 미승계의 경우), 약정 철회 시는 위약금 발생

  지원금반환금= 제공된 지원금(지원금 정산 반영 후) X {(약정기간(일)-약정 후 사용기간(일))/약정기간(일)}

• 명의변경 시 위약금은 양도인 납부가 원칙이나 양수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음

서명/인

서명/인

개월 원

구분 대상기간 위약금 계산공식 (단계별 합산)

12개월 약정 ~3개월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100%

4~9개월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50%

10~12개월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0%

구분 대상기간 위약금 계산공식 (단계별 합산)

24개월 약정 ~6개월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100%

7~12개월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50%

13~16개월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30%

17~20개월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20%

21~24개월 해당기간 약정할인 금액 x -40%

본인은 LTE약정할인 / 의무약정제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이에 가입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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