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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기재된 요금 및 할인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만 있음).

울트라 기가 몬스터

▪K-1에 기재된 통화료 및 통신료는 국제 서비스 이용시에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K-9을 참조해 주십시오. 일부 통신에서 통신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10을 참조해 주십시오.

표시 가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 별도 가격입니다

[신청]필요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인 분]
가입월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 중인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PRICE PLAN 요금 플랜

iPhone

4G 스마트폰

한국어

【기가 노카운트 안내】▪기가 노카운트에는 대상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https://u.softbank.jp/2MhiOMn)를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기가 노카운트 대상 서비스 내의 일부 서비스(LINE 통화 등)는 기가 노카운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https://www.softbank.jp/mobile/price_plan/data/ultragiga-monster-plus/caution/)를 확인해 주십시오.▪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로 각사에 이용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기가 노카운트 
대상으로 안내한 데이터 통신의 경우에도 VPN(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한 데이터 통신 등 기술적인 요인에 따라 기가 노카운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정 기간에 대량의 통신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등 당사가 기계적인 통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기가 노카운트 대상 서비스는 향후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변경되거나 추가된 내용은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에 가입한 고객님께도 적용됩니다. 【통화 기본 플랜】▪통화 기본 플랜(2년 계약)은 2년 단위의 계약입니다
(자동 갱신).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과 다음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부과됩니다.또한 갱신월에 해약 등을 경우에는 전월 이용분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당월 이용 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이외의 국내 통화는 
20엔/30초입니다. 2년 계약 미가입시는 4,200엔/월(웹 사용료 포함), 2년 계약(프리 플랜) 가입시는 1,800엔/월(웹 사용료 포함)입니다. 2년 계약(프리 플랜)은 가입 후 3년째(25개월째) 이후에는 언제 해약해도 계약해제료가 부과되지 않는 플랜입니다. 갱신월을 
신경쓰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 미가입시 요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슈퍼 보너스(매월 할인)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준정액 옵션/정액 옵션】▪무료 통화에는 대상외가 있습니다. 국제 로밍 
통화료, 국제 전화 통화료, 소프트뱅크 위성 전화 서비스, 검색 다이얼, 0180, 0570 등 타사가 요금을 설정한 번호로의 통화료, 번호 안내(104) 등은 무료 통화 대상외입니다. 기타 당사가 지정한 번호(타사가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특정 
전화번호로의 통화)는 이 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료 통화 대상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ww.softbank.jp/mobile/set/data/legal/spguide/pdf/sp_sumahodai_numberlist_kiyaku.pdf) 

【울트라 기가 몬스터＋】▪매월 이용하는 데이터양이 50GB를 넘었을 경우에는 청구월 말까지 통신 속도를 송수신시 최대 128Kbps로 저속화합니다.▪50GB를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데이터를 구입하면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통신 속도 
제한 예고/시작을 SMS로 알려 드립니다. 알림 수신 설정은 My SoftBank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 데이터 정액 미니몬스터에 가입한 경우, 테더링 옵션 월 사용료는 500엔/월입니다.▪가족 데이터 공유, 법인 데이터 공유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안심 필터’에 가입한 경우에는 연령 제한에 따라 일부 서비스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심 필터’ 서비스 페이지(https://www.softbank.jp/mobile/service/fi ltering/anshin-filter/)를 확인해 주십시오. 【기가 무제한 캠페인】▪이 
캠페인은 2019년 4월 7일까지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가 적용된 분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시기에 캠페인은 종료됩니다. 또한 이 캠페인이 종료된 후에 기가 노카운트 대상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 통신량을 소비합니다.◯청구 마감날이 10일인 
경우: 2019년 4월 10일까지 ◯청구 마감날이 20일인 경우: 2019년 4월 20일까지 ◯청구 마감날이 말일인 경우: 2019년 4월 말일까지▪일본 국내 데이터 통신에 한합니다.▪SMS 송수신은 대상외입니다.▪일정 기간에 대량의 통신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등 당사가 
기계적인 통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년 알뜰 할인】▪USIM 단체 계약도 대상입니다.〇적용 조건 ▪기종 구입 시점에 대상 요금 서비스가 적용 중이거나 신청하고 적용시킬 것.▪과거에 1년 알뜰 할인이 적용된 적이 없을 것.▪이 
할인이 적용 중일 경우에는 매월 할인 및 USIM 단체 전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할인액이 할인 대상 요금을 넘었을 경우의 초과분은 다음 청구월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할인은 적용 조건을 만족한 다음 청구월을 1개월째로 계산하고 청구월 단위로 12개월간 
적용합니다. 적용 중인 회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인은 종료됩니다.▪대상 요금 서비스의 해제, 변경, 기타 이유에 의해 종료된 경우.▪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맡김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회선 계약을 해약한 경우. 【모두 가족 할인＋】▪동일 
가족 할인 그룹 내의 ‘데이터 정액 50GB’,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 및 ‘데이터 정액 미니 몬스터’의 총 회선 수에 따라 ‘데이터 정액 50GB’ 및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의 정액료를 할인합니다. ‘데이터 정액 미니 몬스터’의 정액료는 할인되지 않습니다.◯적용 
조건・동일 가족 그룹에서 ‘데이터 정액 50GB’,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 ‘데이터 정액 미니 몬스터’에 가입 중이거나 신청하고 적용시킨 회선이 2회선 이상일 것.▪할인은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청구월부터 적용됩니다(신규 계약과 동시에 대상 데이터 정액 
서비스 및 가족 할인에 가입한 경우에만 계약 해당 청구월에 2,000엔이 할인됩니다. 월 도중에 가입한 경우에는 할인액을 일할 계산합니다).▪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해당 청구월 말에 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단, 소프트뱅크를 해약 또는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맡김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 청구월 말에 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3년째 이후의 할인 여부는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처폰➡스마트폰 할인】〇적용 조건 ▪기종 구입에 따른 신규 계약 
또는 기종 변경과 동시에 대상 요금 서비스에 2년 계약 또는 2년 계약(프리 플랜)을 신청하고 적용시킬 것.▪기종 변경일 경우에는 기종 변경 전의 기종으로 소프트뱅크의 휴대폰, 위치 확인 휴대폰, 또는 안심 패밀리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을 것.▪번호 이동(MNP)일 
경우에는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타사의 휴대폰(구형 휴대전화/피처폰), PHS 또는 어린이용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을 것. 【1년 알뜰 할인/피처폰➡스마트폰 할인】▪할인은 적용 조건을 만족한 다음 청구월을 1개월째로 계산하고 청구월 단위로 12
개월간 적용합니다. 적용 중인 회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인은 종료됩니다.▪대상 요금 서비스의 해제, 변경, 기타 이유에 의해 종료된 경우.▪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맡김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회선 계약을 해약한 경우.▪2년 계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8 개 대상 서비스를 얼마 든지 써도 ‘기가 노카 운트’

50GB

 

5,480엔~
（6,480엔~）

모두 가족 할인+적용 대상외

（1년간） 4,980엔~
（5,980엔~）

（1년간） 3,980엔~
（4,980엔~）

（1년간） 3,480엔~
（4,480엔~）

（1년간）

5,980엔/월

-1,000엔/월

-1,000엔/월

-500엔/월 -1,500엔/월 -2,000엔/월

1,500엔/월（2년 계약） 1회 5분 이내 국내 통화 무제한
준정액 옵션　500엔/월

모든 국내 통화 무제한
정액 옵션　1,500엔/월

1,800엔/월（2년 계약 프리 플랜）　4,200엔/월（2년 계약 미가입시）▪적용되는 할인은 2년 계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 늘어나면 혜택도 늘어난다! 미니 몬스터도 ‘모두 가족 할인＋’의 가족 수로 인정됩니다!

현재 대상 기간 중 모든 서비스가 기가 노카운트!  기간 한정!　‘기가 무제한 캠페인’ 실시 중（2019년 4월 7일까지）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

모두 가족 할인+

통화 기본 플랜
기본료（2년 계약 가입시）

＋웹 사용료300엔/월
（통화료 종량제 20엔/30초）

1년 알뜰 할인
2년 계약 미가입시 적용 대상외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별도 고정 통신 서비스료가 

부과됩니다.

혼자라도 2명이면 3명이면 4명이면월 이용 요금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1년 알뜰 할인,

모두 가족 할인+ 적용 시
별도 고정 통신 서비스료가 부과됩니다.

（2년째 이후）

■ 월 요금 내역

통화 기본 플랜（2년 계약/프리 플랜）은 매월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2년 계약 미가입시 요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슈퍼 보너스（매월 할인）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Yahoo! 프리미엄　통화 기본 플랜을 이용하는 고객님은 기본료는 그대로 야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Yahoo!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로그인을 설정한 다음 ‘ Yahoo! 프리미엄 이용 가이드’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요금 플랜

플러스



[신청]필요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한 분]
가입월 또는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 중인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미니 몬스터

PRICE PLAN 요금 플랜

iPad

태블릿

한국어

사 용한 만큼！1,980엔～ （1GB까지/1년간）

0~1GB ~2GB ~5GB ~50GB

 

 

1,980엔~
（2,980엔~）

（1년간）

1년째

1,980엔~

1년째

3,980엔~

1년째

5,480엔~

1년째

6,480엔~

1년간 0엔~

1년째

2,000엔~

1년째

3,500엔~

1년째

4,500엔~

3,980엔~
（4,980엔~）

（1년간） 5,480엔~
（6,480엔~）

（1년간） 6,480엔~
（7,480엔~）

（1년간）

‘모두 가족 할인＋’의 대상 가족 수로 인정됩니다(할인은 대상외입니다)

4,480엔/월 5,980엔/월 6,980엔/월2,480엔/월

-1,000엔/월

-1,000엔/월

1,500엔/월（2년 계약）
1회 5분 이내 국내 통화 무제한

준정액 옵션　500엔/월
모든 국내 통화 무제한
정액 옵션　1,500엔/월

1,800엔/월（2년 계약 프리 플랜）　4,200엔/월（2년 계약 미가입시）▪적용되는 할인은 2년 계약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iPhone・4G 스마트폰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하면

데이터 정액 
미니 몬스터

모두 가족 할인+

피처폰➡스마트폰 할인 0
GB

1
GB

2
GB

5
GB

50
GB

월 이용 요금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1년 알뜰 할인 적용시

별도 고정 통신 서비스료가 부과됩니다.

（2년째 이후）

2GB이상 쓴다면 

이득～！
가

통화 기본 플랜
기본료(2년 계약 가입시) 
＋ 웹 사용료 300엔/월

(통화료 종량제 20엔/30초)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별도 고정 통신 서비스료가 부과됩니다.

1년 알뜰 할인
2년 계약 미가입시 적용 대상외

【통화 기본 플랜】▪통화 기본 플랜(2년 계약)은 2년 단위의 계약입니다(자동 갱신).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과 다음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또한 갱신월에 해약 등을 경우에는 전월 이용분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당월 이용 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 이외의 국내 통화는 20엔/30초입니다. 2년 계약 미가입시는 4,200엔/월(웹 사용료 포함), 2년 계약(프리 플랜) 가입시는 1,800엔/월(웹 사용료 포함)입니다. 2년 계약(프리 플랜)은 가입 후 3년째(25개월째) 
이후에는 언제 해약해도 계약해제료가 부과되지 않는 플랜입니다. 갱신월을 신경쓰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본 플랜(2년 계약/프리 플랜)은 매월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년 계약 미가입시 요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슈퍼 보너스(매월 할인)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준정액 옵션/정액 옵션】▪무료 통화에는 대상외가 있습니다. 국제 로밍 통화료, 국제 전화 통화료, 소프트뱅크 위성 전화 서비스, 검색 다이얼, 0180, 0570 등 타사가 요금을 설정한 
번호로의 통화료, 번호 안내(104) 등은 무료 통화 대상외입니다. 기타 당사가 지정한 번호(타사가 제공하는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하는 특정 전화번호로의 통화)는 이 서비스의 제공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료 통화 대상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https://www.softbank.jp/mobile/set/data/legal/spguide/pdf/sp_sumahodai_numberlist_kiyaku.pdf) 【1년 알뜰 할인】▪USIM 단체 계약도 대상입니다.〇적용 조건▪기종 구입 시점에 대상 요금 서비스가 적용 중이거나 
신청하고 적용시킬 것.▪과거에 1년 알뜰 할인이 적용된 적이 없을 것.▪이 할인이 적용 중일 경우에는 매월 할인 및 USIM 단체 전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할인액이 할인 대상 요금을 넘었을 경우의 초과분은 다음 청구월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할인은 적용 
조건을 만족한 다음 청구월을 1개월째로 계산하고 청구월 단위로 12개월간 적용합니다. 적용 중인 회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인은 종료됩니다.▪대상 요금 서비스의 해제, 변경, 기타 이유에 의해 종료된 경우.▪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맡김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회선 계약을 해약한 경우. 【모두 가족 할인＋】▪동일 가족 할인 그룹 내의 ‘데이터 정액 50GB’,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 및 ‘데이터 정액 미니 몬스터’의 총 회선 수에 따라 ‘데이터 정액 50GB’ 및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의 정액료를 
할인합니다. ‘데이터 정액 미니 몬스터’의 정액료는 할인되지 않습니다. ◯적용 조건▪동일 가족 그룹에서 ‘데이터 정액 50GB’,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 ‘데이터 정액 미니 몬스터’에 가입 중이거나 신청하고 적용시킨 회선이 2회선 이상일 것.▪할인은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청구월부터 적용됩니다(신규 계약과 동시에 대상 데이터 정액 서비스 및 가족 할인에 가입한 경우에만 계약 해당 청구월에 2,000엔이 할인됩니다. 월 도중에 가입한 경우에는 할인액을 일할 계산합니다).▪적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해당 청구월 말에 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단, 소프트뱅크를 해약 또는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맡김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 청구월 말에 이 할인이 종료됩니다.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3년째 이후의 할인 여부는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처폰➡스마트폰 할인】〇적용 조건▪기종 구입에 따른 신규 계약 또는 기종 변경과 동시에 대상 요금 서비스에 2년 계약 또는 2년 계약(프리 플랜)을 신청하고 적용시킬 것.▪기종 변경일 경우에는 기종 변경 전의 기종으로 소프트뱅크의 휴대폰, 위치 
확인 휴대폰, 또는 안심 패밀리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을 것.▪번호 이동(MNP)일 경우에는 고객님의 전화번호를 표시할 수 있는 타사의 휴대폰(구형 휴대전화/피처폰), PHS 또는 어린이용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을 것. 【1년 알뜰 할인/피처폰➡스마트폰 할인】▪
할인은 적용 조건을 만족한 다음 청구월을 1개월째로 계산하고 청구월 단위로 12개월간 적용합니다. 적용 중인 회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인은 종료됩니다.▪대상 요금 서비스의 해제, 변경, 기타 이유에 의해 종료된 경우.▪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맡김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회선 계약을 해약한 경우.▪2년 계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1년 알뜰 할인 적용시 별도 고정 통신 서비스료가 부과됩니다.

사용한 만큼 지불하고 가족 통화와 기가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한 안심 플랜

■ 특전 내용

통화 기본 플랜(2년 계약/프리 플랜)은 매월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2년 계약 미가입시 요금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슈퍼 보너스(매월 할인)로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Yahoo! 프리미엄　통화 기본 플랜을 이용하는 고객님은 기본료는 그대로 야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Yahoo!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로그인을 설정한 다음 ‘Yahoo! 프리미엄 이용 가이드’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K-2 기재된 요금 및 할인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만 있음).

▪K-2에 기재된 통화료 및 통신료는 국제 서비스 이용시에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K-9을 참조해 주십시오. 일부 통신에서 통신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10을 참조해 주십시오.

표시 가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 별도 가격입니다

울트라 기가 몬스터 플러스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2년 계약은 2년 단위의 계약입니다(자동 갱신).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과 다음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은 적용을 시작한 날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
개월째로 계산합니다.▪갱신월에 해약 등을 한 경우에는 전월 이용분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당월 이용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타인에게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전기 통신 역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전기 통신 역무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사 지정의 요금 플랜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고객님의 신청에 의한 일부 요금 플랜으로의 변경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기본료】▪월 도중에 신규 계약과 동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하지만 해약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웹 사용료, 데이터 정액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무료 통화 대상외＞◯소프트뱅크 이외로의 단문 메시지(SMS) 송신　【웹 사용료/데이터 정액 서비스】▪월 도중에 신규 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하지만 해약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정액 서비스】▪일정 기간에 대량의 통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신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월】▪기본 데이터양 중 남은 데이터양은 모두 다음 청구월 말까지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 데이터 정액 서비스＞데이터 정액 50GB/20GB/5GB ▪일부 통신에서 통신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11을 참조해 주십시오.　【Yahoo! 프리미엄】▪통화 기본 플랜을 이용하는 고객님은 기본료는 
그대로 야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Yahoo!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스마트 로그인을 설정한 다음 ‘ Yahoo! 프리미엄 이용 가이드’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K-3

[신청]필요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한 분]
가입월 또는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 중인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기재된 요금 및 할인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만 있음). 표시 가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 별도 가격입니다

iPadㆍ태블릿 요금 플랜

기본 플랜 (2년 계약 가입시) 데이터 정액 서비스

PRICE PLAN

5,000엔/월

3,500엔/월

2,900엔/월

데이터 정액

데이터 정액 미니

데이터 정액 미니

5GB

2GB

1GB

7,000엔/월

6,000엔/월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iPad 및 태블릿]  2,000엔/월2 년 

계약

기본료(1,700엔)＋웹 사용료(300엔)

2년 계약 미가입시˙̇˙̇˙̇˙̇˙̇  ̇3,500엔/월

▪위 금액에는 웹 사용료 300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블릿 무제한
원하는 만큼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데이터양을 다음달로 이월시킬 수 있어 안심 데이터 정액

데이터 정액

추천 50GB

20GB추천

요금 플랜

iPad

태블릿

[신청]필요태블릿 쭈~욱 할인
iPad

태블릿

▪2년 계약으로 가입시의 요금입니다.▪2년 계약은 2년 단위의 계약입니다(자동 갱신).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과 다음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은 적용을 시작한 날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개월째로 계산합니다.　【적용 조건】◯대상 기종을 신슈퍼 보너스 36회 할부 계약(일괄/분할)으로 구입할 것. ◯데이터 공유 플러스에 가입중 또는 대상 기종의 구입과 동시에 가입할 것. ※1 기종 대금이 부과됩니다. ※2 태블릿 기본료 1,700
엔/월, 웹 사용료 300엔/월, 데이터 공유 플러스 사용료 500엔/월의 합계 금액에서 iPad 520엔, 태블릿 1,520엔을 할인한 경우 ※3 상품권이나 포인트 등으로 제공합니다.▪다른 할인 서비스와의 병용 등으로 태블릿 기본료가 이 캠페인의 할인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다른 할인 서비스를 적용한 후의 태블릿 기본료를 이 캠페인의 할인 상한액으로 합니다.▪아래 경우에는 특전이 무효 또는 종료됩니다. ①대상 회선을 해약/양도(가족 간 명의 변경은 제외) 혹은 기종을 변경한 경우 ②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맡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③데이터 공유 플러스가 해제된 경우 ④이용 기종을 변경한 경우(USIM 교환도 포함)

데이터 공유 플러스와 함께 이용하면 
태블릿 통신료※1가 저렴해 진다

통화 정액 플랜

1,500엔/월
기본료 ＋ 웹 사용료

데이터 정액 50GB

5,980엔/월
스마트폰 + 태블릿

8,460엔/월

7,480엔/월

태블릿 플랜

2,000엔/월
기본료 ＋ 웹 사용료

스마트폰
데이터 공유 플러스로
20GB를 서로 나누면

태블릿20GB 태블릿 쭈~욱 할인으로

2,500엔/월 980엔/월

기본 플랜 데이터 정액 서비스 소계 합계

■ 지불 이미지 [데이터 공유 플러스＋태블릿 쭈~욱 할인 적용시]

※2

iPad가 쭈~욱 월 1,980엔

[신청]필요데이터 공유 플러스 모회선

스마트폰

iPhone

휴대폰

자회선

태블릿

iPad

모바일 데이터 통신

■ 대상/요금 서비스

기본료(통화 기본 플랜,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 화이트 
플랜, 표준 플랜), 웹 사용료,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데이터 정액 50GB/20GB/
5GB, 데이터 정액 미니 2GB/1GB,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4G LTE/4G)

기본료(태블릿 기본료, Wi-Fi 라우터 플랜, Wi-Fi 라우터 플랜(고속)), 웹 사용료,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데이터 정액 50GB/20GB/5GB, 데이터 정액 미니 
2GB/1GB

【적용 조건】◯대상 요금 서비스에 가입중 또는 신청을 할 것.　◯모회선과 자회선이 동일 가족 할인 그룹에 가입할 것.▪모회선 1회선에 대해 자회선 5회선까지가 대상입니다.▪일부 병용할 수 없는 서비스나 캠페인이 있습니다.▪매월 이용한 데이터양이 
모회선의 데이터양 상한을 넘었을 경우에는 청구월 말까지 모회선과 자회선의 통신 속도를 송수신시 최대 128Kbps로 제한합니다.▪자회선은 데이터 공유 플러스 월 사용료(500엔/월)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데이터 공유 플러스 월 사용료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모회선과 자회선 모두 하나의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서비스가 적용될 때까지와 적용 종료 후에는 가입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가 적용됩니다(적용 기간 중에는 해당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의 
정액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데이터 정액 미니 2GB는 통화 정액 라이트 플랜(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으로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회선은 1대에 대해
기본 플랜+500엔으로

모회선의 데이터양을 공유할 수 있다

25GB

25GB

50GB
스마트폰

태블릿

모회선

자회선

■ 대상 기종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특전 내용 아래 (A)와 (B)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태블릿 기본료에서 매월 1,520엔 할인
(B)태블릿 기본료에서 매월 1,000엔 할인+15,000엔 캐시백(일괄)※3태블릿 (A)태블릿 기본료에서 매월 520엔 할인

(B)15,000엔 캐시백(일괄)※3iPad

(데이터 공유 플러스 500엔/월만)

태블릿이 쭈~욱 월 980엔
※2

한국어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2년 계약 및 화이트 플랜은 2년 단위의 계약입니다(자동 갱신).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과 다음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의 2년 계약은 갱신월에 해약 등을 하면 전월 이용분까지 할인이 적용되고, 당월 이용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계약(프리 플랜)의 계약 기간은 적용 시작일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개월째로 
하는 24개월간이며, 계약 기간 만료 후의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데이터 정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하면 이용 상황에 따라 데이터 통신료가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통화가 연속해서 장시간이거나 
하여 당사 설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통화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타인에게 전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전기 통신 역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전기 통신 역무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사 지정의 요금 플랜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고객님의 신청에 의한 일부 요금 플랜으로의 변경을 일정 기간 제한합니다.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5분이 넘었을 경우의 통화료는 20엔/30초입니다. SMS의 송신은 3엔/통입니다.▪가족 할인을 
적용하면 동일한 가족 할인에 가입한 가족에게로의 통화가 24시간 무료이고 SMS 송신도 무료입니다.　【기본료】▪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는 월 도중에 신규 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면 일할 계산을 하지만 해약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화이트 플랜은 월 도중에 신규 계약과 동시에 가입 또는 해약하면 일할 계산을 합니다. ＜무료 통화 대상외＞○미국 무제한 이외의 국제 로밍　○국제 전화　○텔레돔(0180으로 시작되는 번호)　○내비다이얼 등(0570으로 
시작되는 번호)　◯소프트뱅크 이외로의 단문 메시지(SMS) 송신　◯국제 전송 전화 서비스(통화 시작 후 접속처의 해외 번호를 재차 입력하는 것 등)　○당사가 지정한 별도 수시로 공표하는 전화번호　【웹 사용료】▪월 도중에 신규 계약과 동시에 가입 
또는 해약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합니다(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에서 해약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정액 서비스】▪웹 사용료가 부과됩니다.▪일정 기간에 대량의 통신을 이용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월 도중에 신규 계약과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을 하지만 해약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일부 대상외인 통신이 있습니다.▪매월 이용한 데이터양이 기본 데이터양을 넘었을 경우에는 청구월 
말까지 통신 속도를 송수신시 최대 128Kbps로 저속화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mobile/support/procedure/data_traffic)를 확인해 주십시오.　【데이터 이월】▪기본 데이터양 중 남은 데이터양은 모두 다음 
청구월 말까지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대상 데이터 정액 서비스＞데이터 정액 50GB/20GB/5GB

K-4

[신청]필요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인 분]
가입월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 중인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휴대전화 요금 플랜

Yahoo! 프리미엄

 

PRICE PLAN

기본 플랜 (2년 계약 가입시)

300엔/월

웹 사용료

스마트폰 무제한 사 용
[통화 정액 플랜]

2,200엔/월
2년 계약(프리 플랜)
2년 계약 미가입시

˙̇  ̇2,500엔/월

˙̇˙̇  ̇3,700엔/월

24시간
모든

국내 통화 무제한※1

데이터 정액 서비스

요금 플랜

휴대폰

4G 휴대폰, AQUOS 휴대전화, 간단 휴대9로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통화 정액 기본료(휴대폰)],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통화 정액 라이트 기본료(휴대폰)], 화이트 플랜, 표준 플랜을 이용하는 고객님은 기본료는 그대로 야후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Yahoo!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프리 플랜)이란 가입 후 3년째(25개월째) 이후에는 언제 해약해도 계약해제료가 부과되지 않는 플랜입니다. 갱신월을 신경쓰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요금 및 할인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만 있음).

일부 통신에서 통신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11을 참조해 주십시오.

표시 가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 별도 가격입니다

▪K-4에 기재된 통화료 및 통신료는 국제 서비스 이용시에는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K-9을 참조해 주십시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스마트 로그인을 설정한 다음 ‘Yahoo! 프리미엄 이용 가이드’에 따라 이용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
[통화 정액 라이트 플랜]

1,200엔/월
2년 계약(프리 플랜)
2년 계약 미가입시

˙̇  ̇1,500엔/월

˙̇˙̇  ̇2,700엔/월

1회 5분 이내
모든

국내 통화 무제한※1

한국어

2,900엔/월

3,500엔/월

5,000엔/월

데이터 정액S
(4G 휴대폰)/2.5GB

데이터 정액 미니

데이터 정액 미니

데이터 정액 5GB

2GB

1GB

0～4,200엔/월
［패킷 통신료 0.005엔/패킷］



■ 가입 조건
● 대상 기종을 신슈퍼 보너스(48회 할부)로 구입할 것.　● ‘데이터 정액 서비스’ 또는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4G LTE/4G’에 가입(데이터 공유 자회선은 대상외).

■ 대상 요금 플랜
● 통화 기본 플랜（2년 계약 미가입시）※3 　● 통화 정액 라이트 기본료　 ● 화이트 플랜　● 표준 플랜 　● 모바일 데이터 통신용 요금 플랜 등

■ 특전 적용 조건
①대상 기종을 24개월 이용한 후 25개월째 이후에 ‘반액 서포트 for iPhone/AndroidTM’ 또는 ‘기종 변경 선취 프로그램’의 지정 기종으로 기종을 변경할 것.
②기종 변경 후에도 ‘반액 서포트 for iPhone/AndroidTM’, ‘기종 변경 선취 프로그램’ 중 하나에 가입할 것.
③기종 변경의 다음달 말까지 가입시에 구입한 기종을 반환하여 사정을 완료할 것(당사 지정의 반환 및 사정 조건을 만족할 것). 반환한 기종이 사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000

엔※2(비과세)을 지불해야 합니다. 할부 채무를 완제한 경우 및 반환 기종이 사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에 고객님의 남은 할부 채무가 20,000엔(비과세) 이하인 경우에는 이 특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기종 변경 시 대상 기종 등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K-5

최신 스마트폰 을 최대 반 액으 로 구입할 수 있는 알뜰 서비스

최신 기종의
기종 대금이 최대 반액

＊

기종 대금 분할 지불금
(24회 지불)

24회 지불에 비해
매월 부담이 줄어듭니다

24회지불 횟수 24회 48회

지불을 48회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기종 대금 분할 지불금
(48회 지불)

구입시

24회 48회

2년째 이후에 기종을 변경하면
잔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액 지불 불필요

나머지 지불이
필요 없습니다.

기종 대금 실질 부담액
(48회 지불로 24회 이상)

25개월째 이후

통화/데이터 이용료를 24개월간 할인
※1

매월 할 인 지불 이미지

［48회 할부（48개월간 할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에 ‘신슈퍼 보너스’로 계약하면

＊48회 지불로 구입하고 25개월째 이후에 기종을 변경하면 기종  반납으로 최대 24회 분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재된 요금 및 할인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만 있음). 표시 가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 별도 가격입니다. 할인액은 세금 포함 총액에서의 할인액입니다.

CAMPAIGN

[신청]불요반액 서포트 for iPhone/AndroidTM

캠페인

iPhone

4G 스마트폰

[신청]필요매월 할인 iPad

iPhone 4G 스마트폰

휴대폰 모바일 데이터 통신

태블릿

1년 교체 구입 옵션 : 1년만에 기종을 변경한 경우에도 26개월째 이후의 기종 대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종 변경 후(14개월째~25개월째)의 기종 대금은 지불해야 하고 매월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2년을 기다리지 않고 1년만에 기종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

【반액 서포트】※안심 보증 팩 with AppleCare Services, 안심 보증 팩, 안심 보증 팩 플러스 가입시에는 2,000엔(비과세)입니다.【‘1년 교체 구입 옵션’ 특전 적용 조건】▪위 적용 조건의 ②, ③ 외에 아래 조건이 추가됩니다. 〇대상 기종을 12개월간 
사용한 후 13개월째부터 24개월째 사이에 ‘반액 서포트’ 또는 ‘기종 변경 선취 프로그램’의 지정 기종으로 기종을 변경할 것. ◯25개월째까지의 기종 대금은 할부 계약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주의 사항】▪이 프로그램 가입시에 구입한 
대상 기종은 다음 기종 변경시에 당사로 반환해야 합니다.▪구 기종을 반환할 때는 고물 영업법에 근거한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이 특전을 이용한 기종 변경이 가능해지는 타이밍은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해당 청구월을 1개월째로 기재하였습니다. 
청구월은 고객님의 마감날에 따라 다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약됩니다. ①대상 기종의 남은 할부 채무를 일괄 변제한 경우 ②기종을 변경한 경우 ③전화번호나 메일 주소 맡김 서비스에 가입하고, 가족 데이터 공유 또는 법인 
데이터 공유의 자회선으로 변경한 경우 ④대상 요금 서비스를 해제 또는 대상외 요금 서비스로 변경한 경우 ⑤회선 계약을 해약 또는 양도(가족 할인 명의 변경 제외)한 경우▪‘원큣파 할인’ , ‘스마트폰 데뷔 할인’ , ‘기종 변경 선취 프로그램’과 병용할 수 
없습니다.▪다음 기종 변경시에 이 특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보상 판매 프로그램(기종 변경)’과 병용할 수 없습니다.▪일부 다른 캠페인, 프로그램, 할인과 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프로그램은 예고 없이 폐지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타 자세한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사가 정하는 제공 조건서의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직원 또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신슈퍼 보너스】▪매월 할인이 종료한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기종 변경 시에 신슈퍼 보너스용 판매 가격 이외로 단말기를 구입하면 신슈퍼 보너스는 해제됩니다.▪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종의 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슈퍼 
보너스용 판매 가격으로 기종 변경/계약 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매월 할인은 구입시의 단말기 대금(세금 포함)에서의 할인이 아닙니다.▪매월 할인 적용 기간 중에 휴대전화를 기종 변경/해약한 경우에는 매월 할인의 적용을 이러한 신청을 한 달의 
전월에 종료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월 할인의 증액은 없습니다.▪할부 대금은 구입시의 단말기 대금(세금 포함)을 분할하여 매달 지불합니다.▪매월 할인은 단말기 구입시에 계약한 할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한으로 한 할인액을 매달 
할인합니다. 따라서 소비세율이 변동해도 할부 대금 및 매월 할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입시 단말기 대금의 분할 지불금이나 채리티 화이트와 같이 매월 할인 대상외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3  48회 할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1 구입 2개월째부터 25개월째까지 할인합니다. ※2 매월 할인 금액은 신규 계약 및 기종 변경시에 신청한 플랜, App Pass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화 기본 플랜(2년 계약/2년 계약 프리 플랜), 통화 정액 플랜, 통화 정액 라이트 플랜을 
선택하고 데이터 정액 플랜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족 데이터 공유의 자회선이 아닌 경우 및 일부 플랜에서는 매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분할 지불금이나 매월 할인 액수, 요금 플랜, 이용 금액은 고객님마다 다릅니다.▪단말기 구입시 데이터
(패킷) 정액 서비스 가입이 조건입니다. 매월 할인 종료 전에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를 변경 또는 해제하면 매월 할인의 감액 
및 할인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할인의 증액은 없습니다.▪휴대전화 구입 대금은 일시불로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유니버설 서비스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 
통화 기본 플랜

할인 후의 이용 금액

휴대전화기
분할 지불금

휴대전화기
분할 지불금

매월 할인으로 통화/데이터 이용료의
세금 포함 총액에서 할인※2

24개월간 ※1

■ 대상 기종

iPhone XS, iPhone XS Max, iPhone XR, Xperia XZ2, 
AQUOS R2, HUAWEI Mate 10 Pro 등

프로그램 가입시의
대상 기종

iPhone XS, iPhone XS Max, iPhone XR, Xperia XZ2, 
AQUOS R2, HUAWEI Mate 10 Pro 등

기종 변경 대상 기종
(지정 기종)

▪최신 지정 기종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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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자택 할인

캠페인

[신청]필요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1 3G/4G 휴대폰은 대상외. 일부 캠페인이 적용 중일 때는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할인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2018년 9월 6일부터 신규 접수를 종료합니다. ※3 MM종합연구소: ‘브로드밴드 회선 사업자의 가입 건수 
조사(2018년 3월 말 시점)’ 고정 브로드밴드 계약수, ISP 점유율 조사에서 1위.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의 신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정 통신 서비스의 계약 성립을 당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180일 경과 이전에 고객님이 취소 등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고정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에는 고정 통신 서비스의 계약 상황을 확인한 전 청구월 말로 할인을 종료하고, 이때까지의 할인액을 증액분도 포함하여 스마트폰/휴대전화/태블릿/모바일 Wi-Fi 라우터 
회선의 이용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고정 통신 서비스의 개통 확인 전에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의 해제 조건에 맞는 경우에는 전 청구월 말 또는 해당 청구월 말로 할인을 종료하고 이때까지의 할인액을 스마트폰/휴대전화/태블릿/모바일Wi-Fi 
라우터 회선의 이용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스마트폰 BB 할인,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자택 할인 광인 터넷 세트(모바일 Wi-Fi 라우터 특전)을 적용 중이거나 또는 과거에 적용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 기간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3년째 
이후의 할인이 적용 중이고 이 캠페인에 오랫동안 할인이 없는 고정 통신 서비스로 가입한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정 통신 서비스 1회선에 대해 휴대전화 회선(스마트폰, 휴대폰, 태블릿, 모바일 Wi-Fi 라우터)을 최대 10회선까지 적용. 
스마트폰 BB 할인,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모바일 Wi-Fi 라우터 특전)의 적용 회선은 합산하여 최대 10회선입니다.  ▪본 캠페인을 적용한 후에도 당사 기준에 의해 적용외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회선에 대한 특전 적용을 
취소합니다. 【병용 캠페인 안내】▪가족 데이터 공유, 데이터 공유 플러스(자회선) 등 일부 서비스 및 캠페인은 이 페이지에 게재된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ocket WiFi 세트 할인, 신 Wi-Fi 세트 할인,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모바일 Wi-Fi 라우터 
특전)와 병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 알뜰 할인과 병용하는 경우에는 할인액이 더 큰 상품을 우선 적용합니다. 

소프트뱅크 추천 인터넷

초고속 자택 
인터넷

■ 월 3,800엔（공동 주택）
　 월 5,200엔（단독 주택）▪2년 자동 갱신시

■ ‘FLET'S HIKARI’를 이용 중이라면 절차도 간단

간단 
자택 Wi-Fi

■ 월 4,880엔 ▪2년 자동 갱신시

■ 데이터 용량 제한 없음! Wi-Fi로 자택 인터넷 무제한

고객의 선택, 인터넷 회원 수 No.1※3

모바일 데이터 통신

태블릿

iPhone

iPad

4G 스마트폰

휴대폰

●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적용 조건 캠페인 기간 중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 대상 요금 서비스(모바일 통신)와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를 세트로 이용하시는 분(고정 통신 서비스는 가족 명의라도 대상이 됩니다).

■ 할인액에 대해

인터넷, 전기와 세트로 결합 하면 스마트폰 요금이 할인되는 알뜰 서비스

가족 1명 당 스마트폰 요금이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에 따라 3년째 이후의 할인 유무는 다릅니다.
▪SoftBank 히카리로 ‘자택 할인 광인터넷 세트’를 신청한 경우에는 히카리 BB 렌탈, Wi-Fi 멀티 팩 및 화이트 히카리 

전화/히카리 전화(N) + BB폰/BB폰 중 하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18년 1월 17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의 할인 금액입니다.

SoftBank Air
SoftBank 히카리

스마트폰 인터넷 각 서비스의 할인액, 할인 기간은 아래를 확인해 주십시오.

1,000엔 할인
매월
계속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데이터 정액 미니 몬스터의 경우］

기재된 요금 및 할인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만 있음). 표시 가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 별도 가격입니다

한국어

SoftBank 히카리 （패밀리 라이트 포함）

SoftBank Air

Yahoo! BB ADSL

2년

SoftBank 브로드밴드ADSL
(엔조이 BB)

케이블 라인

계속

히카리de토크 S(케이블 라인)

NURO 광인터넷 전화(케이블 라인)

Yahoo! BB 밸류 플랜

화이트 BB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 할인 기간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

데이터 정액 미니 몬스터

대상 요금 서비스（모바일 통신） 할인액

데이터 정액 50GB/20GB/5GB※2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4G LTE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4G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스마트폰
패킷 무제한 사용 MAX for 스마트폰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심플 스마트폰
（iPad 전용） 베이식 데이터 정액 플랜 for 4G LTE

4G/LTE 데이터 무제한 플랫/4G 데이터 무제한 플랫＋
（태블릿 전용） 베이식 데이터 정액 플랜 for 4G

데이터 정액 미니 2GB/1GB※2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

통화 기본 플랜

상기 이외의 플랜※1

500엔/월

500엔/월

1,000엔/월

1,000엔/월

1,000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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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필요
가입은 기종의 구입
(신규 회선 계약/기종 변경)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안심 보증 팩 with AppleCare Services】▪iPad용은 시스템 점검으로 당분간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2018년 11월 9일 시점). 재개 시기 등 최신 정보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iPhone 6 이후 및 iPad mini4 이후 모델이 
대상입니다.  ＊iPhone, iPad 수리시에는 Apple Store, Apple 정규 서비스 프로바이더, 소프트뱅크 숍(일부 점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년째 이후에 Apple Store 또는 Apple 정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수리하였을 때는 위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객님 부담액과 동등한 기간 고정 T포인트를 드립니다.▪‘물손’에 의한 할인, ‘배송 교환’ , Apple이 제공하는 ‘익스프레스 교환 서비스’를 모두 합쳐 서비스 적용 시작일로부터 2년마다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2년마다 
특전 이용 이력이 리셋됩니다).▪‘도난, 분실로 인한 배송 교환’은 서비스 적용 시작일로부터 2년마다 1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2년마다 특전 이용 이력이 리셋됩니다).▪아래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분은 지난번 이용 후 6개월간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손, 도난, 분실] [수리 접수 종료 기종 할인]▪2018년 10월 9일 기준 가격입니다. Apple이 제공하는 수리 내용이나 수리 가격 등이 변경되면 이 특전에서 제공하는 특전 내용 및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서비스의 
가입을 신청한 후에 당사가 이것을 승낙하고 시스템에 등록을 완료하기 전에 Apple에서 AppleCare+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무효로 합니다.【기간 고정 T포인트】기간 고정 T포인트의 부여는 수리/교환품의 교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령 
수속이 필요합니다.▪기간 고정 T포인트의 유효 기간은 180일입니다.▪‘자연 고장’으로 무상 수리가 된 경우에는 기간 고정 T포인트 부여의 대상외입니다.▪수리 대금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정규 유상 가격에 의한 수리인 경우에는 기간 고정 T포인트 
부여의 대상외입니다.▪수리의 진단 결과가 전손(괴멸적인 파손)인 경우에 한해 30,000엔분을 한도로 기간 고정 T포인트를 부여합니다.▪배송 교환이나 Apple이 제공하는 익스프레스 교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간 고정 T포인트 부여의 
대상외입니다.▪기간 고정 T포인트 부여는 수리 대금(소비세 포함)만이며, 연체료나 기술료, 액세서리 구입비 등은 부여 대상외입니다.▪법인 계약자는 대상외입니다.▪기간 고정 T포인트 부여의 신청에는 Yahoo! JAPAN ID의 등록이나 T회원 규약에 
대한 동의와 같은 수속이 필요합니다.

【안심 보증 팩 플러스】▪2012년 12월 3일 이전에 안심 보증 팩에 가입한 고객님은 기종 변경 특별 할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종이나 점포에 따라 가격은 다릅니다. 
※1 수몰, 전손으로 인해 발생한 기종의 고장 수리 대금 및 외장 파손은 적용 대상외입니다. ※2 아래 서비스를 이용한 분은 이전 이용으로부터 6개월간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수몰ㆍ전손 보증 서비스　○배송 교환 서비스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소프트뱅크 애프터서비스, 슈퍼 안심 팩의 도난 및 전손 보증 서비스, 안심 보증 팩 with AppleCare Services의 도난, 분실로 인한 배송 교환)▪이 서비스 이용 후 6개월 이내에 수몰, 전손, 도난, 분실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기종 
변경입니다. ※3 재고 상황으로 인해 동일 기종을 선택할 수 없으면 요금 플랜이나 옵션 서비스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수리에서 외장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파손 보증 서비스의 수리 대금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5 수리 대상은 
본체만입니다. ‘수몰, 전손’은 당사가 판정합니다. 대상외로 판단하면 미수리 상태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수몰되거나 파손된 휴대전화기는 데이터 복구의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폐기처분합니다.▪‘데이터 복구를 의뢰한(수몰 및 파손된) 
휴대전화기’와 ‘데이터 회복용 휴대전화기’의 2대를 약 1주일간 맡겨야 합니다(대체 단말기 대여 가능). iPad는 대상외입니다.▪이용 중인 휴대전화기가 수몰된 경우에는 전원을 켜지말고, 전지 팩을 본체에서 떼어낸 다음 소프트뱅크 숍까지 가져 오십시오.
▪기종의 상황에 따라서는 접수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7 단체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월 사용료 : 500엔(가입월 무료)]. ※8 대상 기종은 2016년 4월 이후의 스마트폰입니다. ※9 전지 팩의 재고 부족으로 인해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 시작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한 제공 대상 기종은 소프트뱅크의 재고가 없어지는 대로 이 서비스의 대상외로 합니다. ※10 전지 팩의 신청 기간은 무료 제공의 권리 발생 후 1년간입니다. 신청 접수 후 청구서 송부처 주소, 계약자 주소, 
임의의 배송처 중 하나로 배송합니다. 전지 팩이 부속되어 있지 않은 기종(일부 데이터 통신 단말기 등)은 적용 대상외입니다.　【수몰ㆍ전손 보증 서비스】▪전손 또는 수몰 기종은 매장에서 회수합니다.▪수몰ㆍ전손 보증 서비스 또는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에 근거하여 기종을 교환한 경우에는 구 기종의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합니다.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신빙 서류(도난 신고서, 분실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서비스
● 메모리의 데이터 복구 지원※6　● 휴대전화 무엇이든 지원※7　● 도난, 분실로 인한 배송 교환　● 수리 접수 종료 기종 할인
▪기타 2년간에 한해 Apple이 제공하는 테크니컬 서포트 및 익스프레스 교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
● 메모리 데이터 복구 서포트※6　● 온라인 수리 접수 할인 서비스　●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2※3

● 전지 팩 무료 서비스※9※10  또는 내장형 배터리 교환 수리 할인 서비스　● 수리 접수 종료 기종 할인
▪휴대전화/태블릿/모바일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는 분은 ‘안심 보증 팩’(월 사용료: 500엔, 휴대전화 무엇이든 지원 없음)도 준비하였습니다.

OPTIONAL SERVICES

보증 서비스

옵션 서비스

모바일 데이터 통신

태블릿

4G 스마트폰

휴대폰

iPhone

iPad

iPhone을 이용 중인 분
● 안심 보증 팩 

with AppleCare Services
［월 사용료］ iPhone XS, iPhone XS Max, iPhone X: 1,160엔/월, 기타 iPhone※: 830엔/월 

기타 iPad※: 700엔/월

자 연 고장＊

자연 고장 및
전지 소모에 의한 수리

무료

화면 수리＊

액정 화면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

3,400엔
4,400엔

iPhoneiPhone

iPadiPad

iPhoneiPhone

iPadiPad iPhoneiPhone

iPadiPad

전손의 경우는 제외한다. T포인트 부여의 대상외입니다.

（세금 포함） （세금 포함）
（세금 포함）

기타 수리＊

수몰, 파손,
기타 수리

11,800엔
4,400엔

배송 교환
1~2일을 기준으로

교환 단말기를 배송

11,800엔
4,400엔

물 손 (과 실이나 사고 로 인한 고장)

가입 중에는 쭉 안심!
2년간은 AppleCare Services로, 
3년째 이후에는 소프트뱅크의 보증이 
계속됩니다.

1년째 2년째
3년째 이후에도
쭉 안심!

(보증 기간)

■ 수리 대금은 전액분 기간 고정 T포인트 ★를 부여　이 마크의 서비스가 대상! ➡ ★‘Yahoo! 쇼핑’ 등 Yahoo! JAPAN 서비스, LOHACO、GYAO!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여일, 유효 기간이 있는 T포인트입니다.

● 안심 보증 팩 플러스

4G 스마트폰/휴대폰/태블릿/모바일 데이터 통신을 이용 중인 분

［월 사용료］ 650엔/월

전액분 기간 고정 T포인트
★ 부여

전액분 기간 고정 T포인트
★ 부여

기재된 요금 및 할인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만 있음). 표시 가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 별도 가격입니다

한국어

또는

교환 휴대전화 무엇이든 지원※7

0800-111-7638
［통화료：무료/접수 시간：9：00～20：00（연중무휴）］

수리

고장 보증※1 
서비스 무료

다양한 고장 수리를 별도 요금으로 1~2일을 기준으로 교환 단말기를 배송
(도서 지역, 일부 지역 제외)

모든 휴대폰 문제를 지원

수몰ㆍ전손 보증 
서비스※2※3※4※5 5,000엔

파손 보증 
서비스 1,500엔

동일 기종이나 당사 지정 기종으로

회원 가격☆으로 기종 변경
또는

배송 교환※2※3

7,500엔

(고장 보증 서비스・파손 보증 서비스의 경우)

4G 스마트폰만※8

신품 
수준 

전액분 기간 고정 T포인트
★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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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필요
가입은 기종의 구입 
(신규 회선 계약/기종 변경)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로 
한정합니다.※1

【iPhone 기본 팩】【스마트폰 기본 팩】▪단말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앱이 있습니다.▪이용 상황에 따라 월 사용료와는 별도로 통신료가 부과됩니다. ※1 USIM 단품 계약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기종 변경시에 다음 
서비스에서 변경 또는 계속하는 경우는 대상외입니다. [iPhone 기본 팩, 스마트폰 기본 팩, 휴대폰 기본 팩, 휴대폰 기본 팩 for 4G 휴대폰, 안심 패밀리 휴대폰 기본 팩]무료 기간 종료 후에는 월 사용료 500엔이 부과됩니다. 1개월 무료 특전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다음달 신청일의 전날까지입니다. ※3 위험한 메일을 검지하는 기능은 iOS11.0 이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 App 내 과금입니다. ※5 글자로 표시된 내용은 실제 음성사서함 메시지(음성)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사서함 플러스】▪통화 기본 플랜/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라이트에서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본 팩’ 또는 ‘음성사서함 플러스’를 신청해야 합니다.【위치안내】▪피검색은 대상 기종으로 한정합니다.▪양도나 
승계시에는 양도나 승계 전 고객님의 위치안내에 관한 설정이 모두 해제됩니다.

OPTIONAL SERVICES

보안 서비스

옵션 서비스

휴대폰

태블릿

iPhone

4G 스마트폰

스팸 전화 차단 시큐리티 체커 Internet Sagiwall

공중 Wi-Fi 이용시의 위험을 감시

개인 정보의 누출을 막는다

전용 앱
통상 350엔/월
(세금 포함)※4

인터넷 이용시에 인터넷 사기 등

위험한 사이트로부터 지켜준다

전용 앱
통상 120엔/월
(세금 포함)※4

● iPhone 기본 팩

● 스마트폰 기본 팩

스마트 시큐리티
p o w e r e d b y M c A f e e ®

앱이나 첨부 파일에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차단

전용 앱
［통상 300엔/월］

스팸 전화 차단

악질 세일즈나 사기 메일 등

위험한 전화나 메일을 검지

전용 앱
［통상 300엔/월］

신규 가입으로 1개월 무료※2

1,600엔/월 ➡

악질 세일즈나 사기 메일 등

위험한 전화나 메일을 검지※3

전용 앱
[통상 300엔/월]

■ 기타 서비스
● 분실한 휴대전화 수색 서비스[iPhone 기본 팩의 한정 서비스]
● 음성사서함 플러스[통상 300엔/월]　
● 위치안내[통상 200엔/월][검색 이용료 5엔/회]
● 미마모리 맵　　　　
● 통화대기[통상 200엔/월]　
● 그룹 통화[통상 200엔/월]
● 일정액 정지 서비스[통상 100엔/월]

은 전용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

전용 앱

전용 앱

일괄 설정이 
완료된 경우 
기본 팩 아이콘을 
터치.

일괄 설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QR코드로부터 
접속.

■ 기타 서비스
● Internet SagiWall
● 분실한 휴대전화 수색 서비스[iPhone 기본 팩의 한정 서비스]
● 위치안내[통상 200엔/월][검색 이용료 5엔/회]
● 미마모리 맵
● 안심 원격 잠금[스마트폰 기본 팩 한정 서비스]★　　　　
● 통화대기[통상 200엔/월]　
● 그룹 통화[통상 200엔/월]★
● 일정액 정지 서비스[통상 100엔/월]
•태블릿의 보증은 ‘안심 보안 세트’가 있습니다.

전용 앱

전용 앱

기본 설치된 
기본 팩 아이콘을 
터치.

기본 설치된
아이콘이 없는 경우
QR코드로부터 
접속.

신규 가입으로 1개월 무료※2

1,735엔/월 ➡ ［월 사용료］ 500엔/월

［월 사용료］ 500엔/월

기재된 요금 및 할인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만 있음). 표시 가격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세금 별도 가격입니다

기본 팩

기본 팩

은 전용 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인스톨할 수 있습니다.전용 앱

한국어

Nexus 6P, Android One S3를 이용하는 고객님은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추천

추천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스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제공받은 
스팸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음성사서함 플러스update

음성사서함 메시지를 

글자로도 읽을 수 있어 편리한※5

전용 앱
［통상 300엔/월］



K-9 기재된 요금 및 할인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일본어만 있음). 국제 서비스 요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과세 대상외입니다

☆세계 대응 휴대폰(GSM과 3G의 두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
▪세계 대응 휴대폰(3G 에어리어 전용)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응 기종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세계 대응 휴대폰 서비스 비대응 기종인 경우에는 USIM 카드를 세계 대응 휴대폰 대응 기종으로 교체하면 해외에서도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iPhone을 제외).

일본인의 여행 가능 국가 99.8% 이상☆에서 이용 가능!
이용 중인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를

세계 각국의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외에서의 이용분, 소프트뱅크 국제 전화・국제 SMS는 일본 국내의 요금 플랜, 무료 통신, 각종 정액 서비스
(패킷 무제한 등의 정액 서비스를 포함), 할인 서비스(매월 할인 제외)의 대상외입니다(미국 무제한 적용시 제외).

LTE 국제 로밍은 
121개 국가와 지역에서 이용 가능

미국 무 제한 이나 
해외 패킷 무 제한으 로 도
초 고속 통 신이 가 능!

미국 무제한

【국제 전화】▪상대방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에도 현지 통신 사업자의 사정 등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제 SMS】※송신 문자 수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1통당 100~1,000엔(전각 70~670자 상당)].▪송신처의 휴대전화 사업자 또는 
기종에 따라 송신할 수 있는 용량이 다릅니다.▪상대방에게 SMS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도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송신처의 통신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국제 SMS를 보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한 곳에서의 통화료 및 통신료】▪아래의 경우에는 통화료, 통신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의 착신, 응답(착신 요금이 부과) ◯iPhone에서의 SMS 송신(70문자를 넘는 경우 134문자까지는 2통분, 그 이후에는 67문자마다 1통분의 통신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콘텐츠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통신료가 고액이 되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상대방에게 연결되지 않을 때도 해외의 통신 사업자의 사정 등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웹을 이용하면 해외 네트워크의 
상황에 따라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재생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 S! 메일(MMS)을 자동으로 ‘전문 수신’하도록 초기 설정된 것이 있습니다. 통신료가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한 메일만 본문을 수신하는 ‘수동 수신’
으로 설정을 변경해 주십시오. iPhone의 MMS는 자동으로 전문을 수신합니다. 통신료가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MMS 메시지’의 설정(온/오프)을 변경해 주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등이 자동으로 통신을 하여 의도하지 않는 통신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셀룰러 데이터]를 꺼 주십시오. 【미국 무제한】 ※1 알래스카주, 몬태나주의 일부 지역, 괌, 사이판 등을 제외합니다. ※2 스프린트 네트워크 이외에서 이용하면 세계 대응 휴대폰의 통화료/통신료가 
부과됩니다. ‘Sprint’에 접속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용하십시오. ▪스프린트에는 [네트워크 선택]가 [자동]인 경우에만 접속됩니다. 네트워크의 상황 등에 따라 스프린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캠페인 종료 시기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내용을 예고 없이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소프트뱅크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일본과 미국 무제한 대상 지역 이외로의 통화는 대상외입니다.

해외 패킷 무제한

INTERNATIONAL SERVICE

[신청]필요

[신청]불요
[웹 사용료] 필수

[서비스 이용료]무료(통상 980엔/월)
[신청]서비스 시작 기념 캠페인 중에는 불요☆

세계 대응 휴대폰

국제 서비스

신청이 필요 없다! 데이터 로밍을 ON 하는 것만으로

해외에서도 메일, 웹이 정액료 상한 2,980엔/일에 즐길 수 있어 안심!

25MB까지

25MB 이상

0엔~51,199엔

51,200엔~

적용 전iPhone, iPad, 스마트폰, 4G 휴대폰

이용 바이트수(최대) 해외 패킷 무제한

적용 후

0엔~1,980엔/일

2,980엔/일

이것 하나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서포트 앱
[대상 기종]
iPhone, iPad, 스마트폰
[가격]무료
(앱 다운로드에는 통신료가 부과)

[웹 사용료]필수

미국 국내
미국으로 출국 중에
스프린트 네트워크 대응 기종을
이용 중인 고객님

미국 국내
미국으로 출국 중인
일본 각사의 휴대전화를
이용 중인 고객님

일본
일본 각사의 
휴대전화/고정 전화를
이용 중인 고객님

미국 국내
미국의 휴대전화/
고정 전화를
이용 중인 고객님

이 외의 국가
일본과 미국 이외의 국가나 
지역의 휴대전화/고정 전화를
이용 중인 고객님

● 대응 기종　 iPhone/iPad/스마트폰/휴대폰/태블릿/모바일 데이터 통신

● 대상 지역　 미국 본토,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미국령)※1　● 대응 기종　iPhone 6 이후의 iPhone/iPad Air 2 이후의 iPad

● 해외 패킷 무제한 앱
● 요금 　  출국한 곳의 현지 시간이 아닌 일본 시간(0:00~23:59)의 1일을 기준으로 과금됩니다.

일본에서 미국의 휴대전화나 고정 전화로의 발신은 ‘미국 무제한’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불필요
[월 사용료]무료국제 전화 및 국제 SMS

일본 국내에서 해외로 전화를 걸거나 SMS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의 휴대전화나
고정 전화로 걸었을 경우 39엔/30초

● 일본에서 해외로 국제 전화를 거는 경우의 통화료

일본에서 해외 통신 사업자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경우(전각 70자 상당) 100엔※/통

● 일본에서 해외로 국제 메일(SMS)을 보내는 경우의 송신료

통화,
메일 무료※2 통화,

메일 무료※2

통화 210엔/분

메일 무료※2

통화,
메일 무료※2

미국에서 미국 국내※1, 일본으로의 통화나 SMS, 데이터 통신을 무료※2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어

해외에서의 이용분, 소프트뱅크 국제 전화・국제 SMS는 일본 국내의 요금 플랜 및 무료 통신, 각종 정액 서비스(패킷 무제한 등의 정액 서비스를 포함), 할인 서비스(매월 할인 제외)의 대상외입니다(미국 무제한 적용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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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인포메이션

STEP 1
현재 계약되어 있는 휴대전화 회사에 번호 이동(MNP)을 신청한다.
지금 사용 중인 휴대전화 회사의 번호 이동(MNP) 예약 창구에 연락하여 ‘MNP 예약 번호’를 받아 주십시오. 
아래 휴대전화 회사 이외의 휴대전화 회사의 번호 이동(MNP) 예약 창구는 각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접수 시간 9:00～21:30

My docomo 에서

로그인 ▶
도코모 온라인 수속 ▶

접수 시간 9:00～21:30

EZ web 에서

TOP ▶ 
au 고객 서포트 ▶

신청한다/변경한다 ▶

(휴대전화)

접수 시간 9:00～21:30

에서My Y!mobile 에서My Y!mobile

TOP ▶ 계약 내용 
확인/변경 ▶ 휴대전화 
번호이동(MNP) 예약 

관련 절차 ▶

(스마트폰, PC)
(https://my.ymobile.jp/muc/d/top)

TOP ▶ 
요금, 각종 신청 ▶

MNP 예약 ▶ 
MNP 예약 신청 ▶

(휴대전화)

휴대전화,
일반 전화에서

웹에서

NTT docomo au/오키나와 셀룰러 와이모바일★

일반 전화에서 0120-800-000
151

NTT 도코모의 휴대전화에서

접수 시간 9:00～20:00

0077-75470

접수 시간 9:00～20:00

일반 전화에서 0120-921-156
116

와이모바일의 전화에서

접수 시간 9:00～20:00

STEP 2 ‘MNP 예약 번호※’와 ‘현재 계약되어 있는 휴대전화의 청구서’를 가지고 소프트뱅크 취급점 또는 소프트뱅크 온라인 숍으로.
신청 시에 필요한 것은 K-12의 ‘신청 시에 준비해야 할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와이모바일 PHS(Dual PHS를 포함)에서 소프트뱅크로 번호를 이동할 경우에는 와이모바일의 메일 주소를 소프트뱅크로 인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14년 7월 31일 이전에 구 이모바일에 가입한 고객님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MNP 예약 번호’의 유효 기간은 예약 당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입니다.　【번호 이동(MNP) 이용 시의 주의점】▪현재 계약되어 있는 휴대전화 회사가 발행한 메일 주소는 인계할 수 없습니다.▪현재 계약되어 있는 휴대전화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요금 플랜, 할인 서비스 등)는 해약과 함께 종료됩니다.▪콘텐츠 프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나 전자 화폐 등은 인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연간 계약 등의 할인 서비스를 계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약에 동반하여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변경 후에는 휴대전화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고객님의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전화나 휴대 Web에서의 예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번호 이동(MNP) 예약의 조건은 각사의 규정에 따릅니다).▪MNP 
전출에는 3,000엔의 MNP 전출 수수료가 필요합니다[휴대전화를 구입하지 않는 계약, 심플 스타일, 스마트 일괄 계약, 위치 확인 휴대폰의 계약으로 신규 가입한 경우에는 계약 후 다음다음 청구월 말(심플 스타일은 계약후 다음다음 월말)까지 MNP 전출 
수수료가 5,000엔입니다].

번호 이동(MNP)에
관한 문의

■ 대처①
경찰 기관과 제휴하여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 서류 원본에 의한 심사]계약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 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보다 확실한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 계약 접수 시에 제시한 운전면허증 등의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를 경찰 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 확인 서류를 위조 또는 부정 변경하거나, 이러한 서류를 휴대전화의 신청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마음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서 위조죄(형법 제155조)나 사기죄(형법 제246조)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휴대전화 신청시의 본인 특정 사항(이름, 주소, 생년월일)의 허위 신고나 자기 명의 휴대전화의 
무단 양도,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주거나 받는 것은 휴대전화 부정 이용 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소프트뱅크 주식회사, 경찰청, 지자체 경찰

■ 대처②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의 3G 통신 서비스/4G LTE/4G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계약한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가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3G 통신 서비스/4G LTE/4G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절도(도난)나 사기 등의 범죄 행위,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휴대전화 부정 이용 방지법 위반, 문서 위조 등)로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②신청서의 기입 내용(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에 허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③계약 신청서에 기입된 연락처로 당사가 보낸 청구서 등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④대금 채무(선지급에 의한 분할 지불금 채무를 포함)를 
해결하지 않거나 그 우려가 높은 경우, 각종 안심 보증 팩 서비스에 가입한 휴대전화기로 수몰ㆍ전손 보증 서비스 또는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의 대상이 된 구 휴대전화기(소프트뱅크 
숍에서 회수한 것도 포함)▪정규 취급점 이외(옥션이나 중고 시장 등)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기는 부정하게 취득한 것일 수도 있어 이용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을 
제한한 휴대전화기의 이용 제한은 해제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고객님께 고품질 서비스의 제공을 보증하기 위해

※인증 등록 범위에 준한다. FS88187/ISO9001:2015

유 니 버 설  서 비 스  제 도 의  시 작 에  동 반 하 여  소 프 트 뱅 크  휴 대 전 화 를  
이 용 하 고  있 는  고 객 님 께  ‘ 유 니 버 설  서 비 스 료 ’ 의  부 담 을  부 탁 하 고  
있습니다.

ISO9001 : 2015(QMS)의 인증 취득
당사는 휴대전화 기기※의 시장 품질 관리에서 품질 경영의 국제 
규격인 ISO9001의 인증을 취득하고 지속적으로 품질 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서비스료

기존 번호 그대로 소프트뱅크로 갈아 탄다

휴대전화의 부정 계약 방지

접속

자세한 내용과 휴대전화기의 
네트워크 이용 제한 
확인은 이쪽

www.softbank.jp/mobile/
support/3g/restriction/

▪유니버설 서비스 제도란 NTT 동일본과 서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유니버설 서비스(가입 전화, 공중 전화, 긴급 통보 
등의 국민 생활에 불가결한 전화 서비스)를 전국 어느 세대라도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전화 회사 전체가 각자 능력껏 부담하는 제도입니다.▪전화 회사가 부담하는 1전화 
번호 당 부담액(번호 단가)은 유니버설 서비스 지원 기관인 사단법인 전기 통신 사업자 협회가 6개월에 1회 재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추어 고객님이 지불하는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액(유니버설 
서비스료) 등 이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번호 이동(MNP) 문의 창구(무료)[접수 시간] 9:00~20:00
소프트뱅크 휴대전화에서 : ＊5533　일반 전화에서 : 0800-100-5533 ▪전화번호는 잘못 걸지 않도록 조심해 주십시오.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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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서비스의 확대 및 일부 3G 서비스의 종료
주파수의 유효 이용에 의한 안정된 품질과 쾌적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7GHz대의 LTE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합니다. 1.7GHz대 3G 서비스는 2018년 1월 말일(2018년 2월 1일 
오전 0시)에 서비스 제공을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 http://www.softbank.jp/mobile/network/1500-1700mhz/

INFORMATION 인포메이션

■ 패킷의 이용 제한 ▪이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신 품질 향상과 네트워크 이용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에 대량의 통신을 이용하는 일부 고객님에 대해서 통신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을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 애프터서비스
▪보증: 구입한 휴대전화기 본체와 충전기류에는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증서의 ‘구입일’과 ‘취급점’의 기입을 확인한 후 내용을 잘 읽고 소중히 보관해 주십시오.▪보증 기간: 구입일로부터 1년간(대여 계약인 경우에는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구입품: 취급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보증 기간 내의 고장에 한해 무상으로 수리합니다. 보증 기간이 지난 수리는 모두 유상입니다.

■ 콘텐츠의 이용
▪2010년 12월 1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액 또는 고빈도의 콘텐츠 정보료 과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 콘텐츠 구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라 고객님의 3G 통신 서비스/4G LTE/4G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 또는 일시 
중단하는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당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용 중인 정보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 정보료의 과금 및 청구를 정지합니다. 그리고 이용 정지 해제 후에 해당 정보 서비스를 계속해서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 서비스에 대한 재차 이용 
수속이 필요합니다. 이 때 정보 서비스에 따라서는 이용 정지 이전에 콘텐츠 파트너의 서버에 등록된 정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프트뱅크 USIM 카드
▪USIM 카드는 전화번호 등을 기록한 IC 칩으로, 이용 요금은 USIM 카드의 전화번호에 대해 청구합니다. USIM 카드는 다른 휴대전화에 넣어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전화(USIM 카드를 넣은 상태)를 도난이나 분실하면 휴대전화의 타입(국내 
전용/세계 대응 휴대폰)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분실 및 고장 접수’로 연락하여 반드시 긴급 이용 정지 수속을 해 주십시오.▪기종에 따라 USIM 카드에 기억 가능한 정보는 다릅니다. 기종 변경 등으로 인해 USIM 카드를 다른 휴대전화에 넣으면 USIM 카드의 
연락처를 올바르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USIM 카드의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합니다. 해약 등을 할 때는 당사로 반환해 주십시오.

■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정액의 대상외가 되는 통신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정액의 대상외가 되는 통신】▪일부 기종(705NK 등)의 기능을 이용한 경우　▪PC 등에 휴대전화를 USB 케이블 등으로 연결한 경우　▪접속 인터넷에서의 패킷 통신　▪소프트뱅크 커넥트 카드를 이용하는 모바일 데이터 통신　▪해외에서의 이용분

(미국 무제한 적용시를 제외)　▪국제 SMS　▪국제 S! 메일(MMS)　▪SMS　▪통화　▪TV콜 통신　▪패킷 통신료가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월 도중에 고객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금액을 넘었을 경우에 알림 메일(SMS)을 
보냅니다.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 중에는 교통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병원이나 연구소 등 휴대전화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의료 기기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원을 끄십시오. 
◎혼잡한 장소에서는 전원을 끄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전철 안에서는 주위 분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신칸센에서는 데크 등 민폐가 되지 않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레스토랑과 같이 조용한 장소에서는 소리 크기에 
주의합시다.　【심장 박동 조율기 등을 사용하는 분께】이식형 심장 박동 조율기나 이식형 제세동기를 장착한 경우에는 박동 조율기 등의 장착 부위로부터 15cm 이상 떨어져 휴대 및 사용해 주십시오. 자동 전원 ON/OFF 기능이 있는 기종은 특히 주의해 주십시오.

【휴대전화, PHS 사업자 간 고객 정보의 교환】계약 해제 후에 요금 미지불이 있는 고객님, 스팸 메일 등의 송신 행위로 인해 이용 정지 조치를 받은 고객님, 경찰 요청에 근거한 본인 확인에 응하지 않아 이용 정지 조치를 받은 고객님의 정보를 휴대전화, PHS 사업자 
간 교환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 신청 접수 시의 가입 심사에 이용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규정】소프트뱅크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57호)’에 근거하여 당사가 수집 및 이용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그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이용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라고 한다)을 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준수함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적절히 취급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 단말기의 이용
▪물이나 땀, 습기, 김, 먼지, 기름 연기 등이 많은 장소에서는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마십시오. 고장, 화재, 감전 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물에 젖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주머니에 넣어 땀에 젖은 경우
▪젖은 손으로 조작한 경우▪빗속에서 조작한 경우▪습기 찬 것과 함께 가방에 넣은 경우▪젖은 테이블에 놓은 경우▪젖을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사용한 경우(레저, 입욕 등)▪화장실에 떨어뜨린 경우▪물웅덩이나 강 등에 떨어뜨린 경우▪세탁기에 넣은 경우
▪욕실에 떨어뜨린 경우▪소프트뱅크 휴대전화는 전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구역이라도 전파가 도달하지 않는 곳(터널, 지하, 산간부 등)에서는 착발신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옥내, 빌딩 그늘, 움푹 팬 땅, 가방 안 등 전파 상황이 나쁜 곳에서는 
착발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 중 이러한 장소로 이동하면 통화가 도중에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소프트뱅크 휴대전화는 디지털 방식의 특성으로 전파가 약한 극한까지 일정한 수준의 통화 품질을 계속 유지합니다. 따라서 통화 중에 이 극한을 
넘어 버리면 갑자기 통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소프트뱅크 휴대전화는 높은 비화성을 갖추고 있지만, 전파를 이용하고 있는 관계상 도청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유의하면서 사용해 주십시오.▪보청기와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면 잡음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소프트뱅크 휴대전화를 TV, 라디오, 전화기 근처나 카 오디오 근처에서 사용하면 영향(노이즈)을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상품의 고장, 오작동 또는 전지 소모 등과 같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 통화 등에서 이용 기회를 놓쳐 발생한 부수적 손해 등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절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스마트폰은 PC와 유사한 제품입니다. 사용 중 작동이 이상하게 늦거나 화면이 꺼지는 등 고장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거나 복원/공장 출하 상태로 초기화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험해 보십시오. 예기치 못한 트러블 등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잃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백업해 주십시오.▪고객님 자신이 소프트뱅크 휴대전화, USIM 카드에 
등록한 정보 내용은 별도로 메모를 하는 등 해서 보관해 주십시오. 만일 등록된 정보 내용이 소실되어도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고객님 사정으로 해약한 경우에는 계약 사무 수수료나 구입품 대금 등을 돌려 드릴 수 없습니다.

이용상의 주의

■ 충전

충전 단자부가 젖은 상태, 
이물질이 들어간 상태로 충전하지 
않는다

열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충전이나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는다

충전 단자부가 
구부러진 상태로 충전하지 
않는다

위험!
물에 젖은 충전

▪취급 설명서를 잘 읽은 후에 사용해 주십시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발열, 소손, 부상 등 생각하지 
못한 사고의 원인이 되어 매우 위험합니다

＜SoftBank 4G/SoftBank 4G LTE의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및 요금 플랜에서의 통신 제어 실시 조건＞

▪위 내용이나 대상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요금 플랜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통신용 플랜 서브 에어리어 이외의 경우】온라인 요금 안내나 서면 청구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청구서의 ‘통신료 패킷’ 칸의 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패킷수의 합계(단 ‘휴대폰 Wi-Fi’의 패킷수를 제외)가 각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마다 위 패킷수 이상인 분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데이터 통신용 플랜 서브 에어리어의 경우】다음 기준을 참고해 주십시오. 동영상 열람(1024Kbps, 5분)의 경우는 대략 30만 패킷(38MB), 음악 데이터(128Kbps, 4분)의 경우는 대략 3만 패킷(약 3.8MB)
【심플 스타일 전용 패킷 정액 서비스】▪3G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월간이란 패킷 정액 서비스의 각 플랜을 신청한 시기와 관계없이 역월의 1일~월말까지를 말합니다.▪월간 패킷 통신량은 플랜의 종별과 관계없이 월간 누적 패킷수입니다.

▪실시 기간의 전월 월초에 통신 제어 대상이었던 고객님께 SMS로 알려 드립니다.

※2013년 9월 19일까지 iPhone 5를 구입하여 4G LTE 정액 프로그램(7GB를 넘었을 경우의 통신 속도 제한 없음)을 이용하고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또한 해당 회선을 테더링 옵션 해제 후에 통신 속도 제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3G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및 요금 플랜에서의 통신 제어 실시 조건＞

데이터 정액(3G 스마트폰), PC 사이트 브라우저(PC 메일을 포함), PC 사이트 
다이렉트(X시리즈 전용),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스마트폰, 심플 스타일 전용 패킷 정액 서비스 2일 플랜/7일 플랜/30일 플랜, 기타 
각종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데이터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 for ULTRA SPEED, 데이터 무제한 플랫 for 
ULTRA SPEED

과거 3일간에 약 3GB 이상 약 3GB 이상 이용한 당일의 오전 6시부터 24시간

데이터 무제한 서브 회선 : 24시간마다의 데이터 통신량이 약 366MB 이상 당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통신량 제어 기간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4G LTE※ 과거 3일간에 약 3GB 이상 약 3GB 이상 이용한 당일의 오전 6시부터 24시간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통신량 제어 기간

데이터 정액 50GB 플러스 일정 기간에 대량의 통신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등 당사가 기계적인 통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통신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요금 플랜 설명

2. 고객님께 보다 좋은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마다 트래픽 정보를 수집, 분석, 축적합니다. 그리고 아래 통신에 대해 통신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콘텐츠나 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통신 속도를 제어하거나 각종 파일을 최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적화된 데이터는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은 차단하지 않습니다.▪기타 패킷 통신 시에 최적화한 파일을 단말기에서 복원할 수 
있는 등 고객님의 통신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각종 파일을 최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패킷 통신 시에 콘텐츠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의 데이터 등은 통상적으로 시청이나 열람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다운로드 시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략된 데이터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패킷 통신 이외의 통신(소프트뱅크가 제공하는 음성 통화나 TV 콜, Wi-Fi 통신 등)은 제어 대상이 아닙니다.

＜이용 시에 제어하는 경우가 있는 콘텐츠, 서비스＞
대상 설명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이용하는 통신

대량의 데이터 통신 또는 장시간 접속을 동반하는 패킷 통신

음성 통화나 화상 전화 등을 패킷 신호로 변환하여 데이터 통신으로 실현하는 서비스

동영상, 화상 등의 일부 MPEG, AVI, MOV 형식 등의 동영상 파일, BMP, JPEG, GIF 형식 등의 화상 파일

동영상 열람, 고화질 화상 열람, 장시간 접속을 동반하는 사이트, 앱 등

한 국 어

■휴대전화기의 취급
▪휴대전화기나 전지 팩을 열쇠나 라이터, 목걸이와 같은 금속물과 함께 가방 안 등에 넣으면 배터리 단자에 접촉하여 합선되어 배터리가 망가지거나 금속물이 고온이 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전용 케이스에 넣거나 
금속물과 함께 넣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분해나 개조는 하지 마십시오. 발열, 발화,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전용 전지 팩이나 충전기 등의 옵션 제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지정된 옵션 제품 이외를 사용하면 발열, 발화,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고장이 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바로 수리를 위해 맡겨 주십시오. ▪휴대전화기 사용 중 또는 충전 중에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당사 ‘분실 및 고장 접수’로 연락해 
주십시오(소프트뱅크 휴대전화로는 113, 일반 전화로는 0800-919-0113).

위험해요! 
충전시 충격



본인 확인 서류
2 법정 대리인

(친권자 등)의
본인 확인 서류

4

아래　～ 　중 하나A F

K-12

신청 시에 준비해야 할 것
신규 가입 시에는 기종 대금 이외에 사무 수수료 3,000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용 요금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신규 가 입의 경우

個人の
お客さま

미성년자 
고객

법인 고객

개인 고객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계좌 이체로 지불할 경우

1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 또는 통장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o r또는

본인 확인 서류
2

인감

・계좌 이체로 지불할 경우에는 
금융 기관 신고 도장

3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계좌 이체로 지불할 경우
1

본인(또는 가족) 명의의 현금카드 또는 통장본인(또는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원칙적으로 12세~16세 미만인 분이 할부 구입 계약 또는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예금 통장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인감

・계좌 이체로 지불할 경우에는 
금융 기관 신고 도장

o r또는

2 3
법정 대리인 

동의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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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확인 서류 
중 하나

2 방문인의
본인 확인 서류

4

아래　～ 　중 하나A F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계좌 이체로 지불할 경우
1

법인 명의의 통장법인 명의의 신용카드

인감

・법인 도장
・계좌 이체로 지불할 경우에는 

금융 기관 신고 도장※모두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것

또는

2 3

・ 사원증
・ 명함
・ 근무처가 기재된 

건강보험증

5

아래　～ 　중 하나A F

・등기부 등(초)본
・현재(이력) 사항 증명서
・인감 증명서

A F

A E F

A F

기종 변경 시에는 기종 대금 이외에 사무 수수료 3,000엔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용 요금과 합산하여 청구합니다.기종 변경의 경우

법인 고객 법인 도장(할부 계약의 경우) + 방문인의 본인 확인 서류(아래　   ～      중 하나) + 방문인의 재적 확인 서류 + 이용 중인 기종(USIM 카드 포함)

개인 고객/미성년자 고객 본인 확인 서류(아래　   ～ 　  중 하나) + 이용 중인 기종(USIM 카드 포함)

휴대전화 부정 이용 방지법에 근거하여 계약 체결 시에는 아래 　 ～  　(외국 국적인 분은　 ) 중 하나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서류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 주십시오. 복사본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 복사한 서류는 신청자 본인의 확인 목적 이외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내용에 따라 아래 이외 또는 아래 표 중에서 복수의 증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조 서류
●발행 후 3개월 이내의 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원본), 공공 요금 영수증(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관공청 발행 인쇄물(납세 통지서 등)
●현주소가 기재된 것

개인 번호 카드
(마이 넘버 카드)

건강보험증
＋

보조 서류

재류 카드＋외국 여권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

외
국 

국
적
인 

분

●지자체 공안 위원회가 발행한 것(국제 면허 제외)　●유효 기간 이내인 것　●현주소가 기재된 것
▪ 기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조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효 기간 이내인 것　●현주소가 기재된 것
▪ 기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조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효 기간 이내인 것　●현주소가 기재된 것
▪ 기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조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마이 넘버의 통지 카드는 본인 확인 서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보조 서류로도 접수 불가).

▪ 기종 변경 시에는 보조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사회보험증, 국민건강보험증, 공제조합원증, 자위관진료증, 선원보험피보험자증, 국민건강보험퇴직보험자증, 
　개호보험자증, 노인의료수급자증, 후기고령자의료피보험자증 중 하나
●유효 기간 이내인 것　●현주소가 기재된 것

신체장애인 수첩 또는 
요육 수첩 또는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 기재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보조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행일이 기재된 것 또는 유효 기간 이내인 것　●현주소가 기재된 것　●얼굴 사진이 들어간 것

▪기재 주소가 다르거나 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류 자격이 ‘자격 없음’인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류 기한이 당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슈퍼 보너스 계약/스마트 일괄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재류 자격이 ‘일반 영주자’인 분은 외국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기종 변경 시에 재류 카드를 제시한 경우에는 외국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유효 기간 이내인 것　●현주소가 기재된 것

A

B

C

D

E

F

운전면허증

일본 여권

+

/ /

+ /

방문인의 재적 
확인 서류 중 하나

위 서류 외에 가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가 족 할 인 서비스 를 신청할 경우

▪이미 가입한 가족용 할인 서비스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가족용 할인 서비스 그룹에 속해 있는 임의 계약자의 등록 정보와 대조합니다.▪‘주민표 기재 사항 증명서’나 ‘동성과의 파트너십을 증명하는 
서류’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당사 심사 기준에 의해 가족용 할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 계약자의 본인 확인 서류1

위　　～　   중 하나A F

가족용 할인 서비스 가입자의 본인 확인 서류

위　　～　   중 하나A F

2
가족 

(부모 등 가족 수 제한 없음, 다른 주소 가능) 
또는 

(동일 주소일 것, 별성 가능)

INFORMATION 인포메이션 한국어

▪양도 승계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입한 휴대 음성 통신 사업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가입한 휴대 음성 통신 사업자의 승인이 없는 양도 승계 수속은 ‘휴대전화 부정 이용 방지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벌칙이 적용됩니다.▪계약 시 예탁금[1계약에 대해 
10만 엔(과세 대상외) 이내, 무이자]을 맡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 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있으면 이 예탁금으로 충당합니다.▪제출한 증명 서류에 대해 발행한 곳에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 신청서의 기입 내용(이름, 주소, 
연락처 등)에 허위 기입이 있거나 또는 계약 신청서의 기입 내용 미비 등으로 당사가 보낸 청구서 등의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으면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입한 연락처 혹은 계약처로 확인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부터 계좌 이체 수속 완료까지 약 1~2개월 걸립니다. 따라서 완료 전에는 수고스럽지만 청구서에 첨부된 입금 용지로 청구서 뒷면에 기재된 금융 기관이나 편의점, 우체국의 창구에서 지불해 주십시오.▪당사에서는 절도(도난)나 사기 등의 범죄 행위, 기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휴대전화 부정 이용 방지법 위반, 문서 위조 등)로 부정하게 취득한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 또는 대금 채무(선지급에 의한 분할 지불금 채무를 포함)를 해결하지 않거나 그 우려가 높은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를 이용한 3G 
통신 서비스/4G LTE/4G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심사 내용에 따라서는 3G 통신 서비스 계약/4G LTE/4G 통신 서비스 계약/위성 전화 및 할부 구입 계약 또는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할부 구입 계약 
또는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은 3G 통신 서비스 계약/4G LTE/4G 통신 서비스 계약/위성 전화, 1휴대전화 번호당 3계약까지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할부 구입 계약 또는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이 3계약 미만이라도 심사 내용에 따라 새로운 할부 구입 계약 또는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사용자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를 제공해 주시도록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게재 내용은 2018년 11월 5일 현재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할부 구입 계약 또는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개품 할부 구입 알선 계약)을 신청한 고객님께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계약한 고객님이 지정/개인 신용 정보 기관에 지불 상황을 등록합니다(체납 정보도 포함). 자세 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용 정보 기관에 지불 지연 정보 등이 있으면 다른 신용 계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불 지연 정보는 완제 후에도 5년간 신용 정보 기관에 기록이 남아 다른 가맹 회원이 심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불 명의인이 계약자와 다른 
경우의 주의　※계약자/지불자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신용 정보 기관으로의 조회 및 등록 대상은 지불 명의인이 아닌 계약자 정보입니다. 계약자가 미성년자고 지불 명의인인 친권자가 체납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계약자의 체납으로 취급합니다.▪회선 
계약 해약 후에도 전화 요금과는 별도로 할부 구입 계약 또는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 (개품 할부 구입 알선 계약)에 근거한 매월의 할부 대금은 지불해야 합니다.

계좌 자동 이체로 지불할 경우(예금 계좌 이체, 유초 은행 납입)
[준비해야 할 것]계약자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 혹은 예금 통장과 금융 기관 신고 도장

※일부 점포, 일부 금융 기관에서는 현금카드만으로 계좌 이체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카드만으로 수속하는 
경우에는 현금카드 명의인 본인이 방문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계좌는 현금카드만으로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현금카드만으로 수속할 수 있는 금융 기관 등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or현금카드만으로
당일 계좌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카드
계좌 이체 수속 완료까지 
약 1～2개월 걸립니다.

예금 통장+금융 기관 신고 도장

신용카드로 지불할 경우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CASH CARD
00000-XXXX-0000-XXXX

▪위 중 하나의 마크가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때는 신용카드의 명의인 본인이 방문해야 합니다.

또는

지불 수속에 필요한 것

VISA MasterCard JCB Diners Club AMERICAN
EX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