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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라면 ,
통화도 데이터도 무제한 !
스마트폰에서도 ! 3G 휴대전화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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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G 스마트폰

한국어

PRODUCTS

소니의 기술을 한데 모은 스마트폰 최고급 카메라

화이트

블랙

코퍼

크기: 약 72(W)×146(H)×6.9(D)mm(돌기부는 제외)

5.0

AndroidTM
5.0 탑재

아쿠아그린

무게: 약 144g

Full HD 액정/
약 5.2인치

4G LTE: 하향 최대 187.5Mbps※1 4G: 하향 최대165Mbps※2

약 2070만 화소 카메라

Wi-Fi※3
(5GHz/2.4GHz)

테더링

옥타코어
2.0GHz+1.5GHz

배터리 용량
2,930mAh

방수ㆍ방진

풀 하이비전 TV
(풀세그)

오사이후케이타이®

적외선 통신

세계 대응 휴대전화/
LTE 국제 로밍

GPS

긴급 속보 메일

VoLTE/HD Voice

아름다움이 시대를 만든다

골드 플래티넘

화이트 펄

블랙 사파이어

그린 에메랄드

크기: 약 70(W)×142(H)×7.0(D)mm(가장 두꺼운 부분 8.4mm)

5.0

AndroidTM
5.0 탑재

무게: 약 132g

Quad HD Super AMOLED
(유기EL) 약 5.1인치

4G LTE: 하향 최대 187.5Mbps※1 4G: 하향 최대165Mbps※2

약 1600만 화소 카메라

Wi-Fi※3
(5GHz/2.4GHz)

테더링

옥타코어
2.1GHz+1.5GHz

배터리 용량
2,600mAh

방수ㆍ방진

풀 하이비전 TV
(풀세그)

오사이후케이타이®

적외선 통신

세계 대응 휴대전화/
LTE 국제 로밍

GPS

긴급 속보 메일

VoLTE※4/HD Voice

5.7인치 대화면의 영상미로 자극한다. 플래그쉽 AQUOS

앰버블랙

화이트

레드

크기: 약 79(W)×146(H)×8.7(D)mm(돌기부는 제외)

5.0

무게: 약 168g

Full HD 액정/
5.7인치

AndroidTM
5.0 탑재

4G LTE: 하향 최대 187.5Mbps※1 4G: 하향 최대165Mbps※2

약 1310만 화소 카메라

Wi-Fi※3
(5GHz/2.4GHz)

테더링

옥타코어
2.0GHz+1.5GHz

배터리 용량
3,000mAh

방수

풀 하이비전 TV
(풀세그)

오사이후케이타이®

적외선 통신

세계 대응 휴대전화/
LTE 국제 로밍

GPS

긴급 속보 메일

VoLTE/HD Voice

안심 스태미너. 방수 대응 프레임리스 AQUOS

튀르쿠아즈

블랙

화이트

핑크

크기: 약 71(W)×136(H)×11(D)mm(돌기부는 제외) [잠정치]

5.0

무게: 약 154g

4G LTE: 하향 최대 112.5Mbps※5 4G: 하향 최대 110Mbps

HD 액정/5.2인치

약 800만 화소 카메라

Wi-Fi
(2.4GHz)

테더링

쿼드코어
1.2GHz

배터리 용량
2,030mAh

방수

원세그

오사이후케이타이®

적외선 통신

세계 대응 휴대전화/
LTE 국제 로밍

GPS

긴급 속보 메일

VoLTE/HD Voice

AndroidTM
5.0 탑재

※1 2015년 8월 이후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용하시는 지역에 따라서는 하향 최대 112.5Mbps, 75Mbps, 37.5Mbps 또는 그 이하입니다. 대응 지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히가시메이한 등의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제공 중입니다. 이용하시는 지역에 따라서는 하향 최대 110Mbps입니다. ※3 Wi-Fi 접속을 최적화하기 위한 설정이 자동으로 수신ㆍ 갱신됩니다(Wi-Fi 접속 시에 한함). ※4 2015년 여름 이후 대응 예정. ※5 이용하시는 지역에 따라서는
하향 최대 75Mbps, 37.5Mbps 또는 그 이하입니다. 대응 지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에포트(Best Effort) 방식이기 때문에 회선 혼잡 상황과 통신 환경 등에 따라서는 통신 속도가 저하되거나 통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제품은 FDD-LTE(SoftBank 4G LTE) 및 AXGP(SoftBank 4G)에 대응하며 양쪽 모두 "4G"로 표시됩니다. 또 SoftBank 4G에 우선적으로 접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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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ㆍ사양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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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ㆍ사양
플랫폼

스마트폰에 탑재된 플랫폼 종류와 버전
데이터 처리를 실행하는 프로세서 코어 수와 처리 속도

CPU
SoftBank 4G LTE
최대 통신 속도
(하향/상향)※1

●하향 최대 187.5Mbps※12/상향 최대 37.5Mbps
○하향 최대 112.5Mbps※2/상향 최대 37.5Mbps

SoftBank 4G

●하향 최대
최대 10Mbps
○하향 최대 110Mbps/상향 최대 10Mbps

3G

하향 최대 21Mbps/상향 최대 5.7Mbps

165Mbps※13/상향

사양

플래티넘 밴드/플래티넘 밴드 LTE 대응

빌딩 그늘이나 산간부에서도 접속하기 쉬운 900MHz 대응

VoLTE

초고속 통신 LTE에 의한 음성 통화 서비스※3

크기: 가로(W)×세로(H)×두께(D) /무게

전지 팩 장착한 상태에서 휴대전화 본체를 접었거나 닫은
상태에서의 대략적인 값(돌출부는 제외)

배터리 용량

연속 사용 가능 시간 등 기준이 되는 전지 용량

연속 통화 시간/연속 수신대기 시간
(3Gㆍ4Gㆍ4G LTE 접속시)

전파를 정상으로 수신 가능한 정지 상태에서 통화 시간 기준(일본
국내ㆍW-CDMA)/전파를 정상으로 수신 가능한 정지 상태에서의
수신 대기 시간 기준※4(일본 국내ㆍW-CDMA）

충전 시간

전지 잔량이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필요한 시간 기준

RAM/ROM※6
외부 메모리/권장 최대 용량※8

Android 5.0

Android 5.0

Android 5.0

Android 5.0

MSM8994
2.0GHz+1.5GHz
(옥타코어)

Exynos7420
2.1GHz+1.5GHz
(옥타코어)

MSM8994
2.0GHz+1.5GHz
(옥타코어)

MSM8926
1.2GHz
(쿼드코어)

●

●

●

○

●

●

●

○

●

●

●

●

●／●

●／●

●／●

●／●

●

●

●

●※15

약 72×146×6.9mm/
약 144g

약 70×142×7mm/
약 132g

약 79×146×8.7mm/
약 168g

약 71×136×11mm※14／
약 154g※14

2,930mAh

2,600mAh

3,000mAh

2,030mAh

약 1320분/약 590시간ㆍ
약 510시간ㆍ약 550시간

약 1470분/
약 440시간ㆍ
약 400시간ㆍ약 400시간

약 1350분/약 450시간ㆍ
약 400시간ㆍ약 410시간

약 810분/약 570시간ㆍ
약 460시간ㆍ약 480시간

디스플레이

약 170분

약 170분

약 220분※5

약 150분※5

본체에 탑재된 RAM 및 ROM의 용량

RAM: 3GB/
ROM: 32GB

RAM: 3GB/
ROM: 32GB/64GB

RAM: 3GB/
ROM: 32GB

RAM: 2GB/
ROM: 16GB

사진이나 동영상을 메모리 카드에 저장

microSDXC/
128GB※7

�

microSDXC/
128GB※7

microSDXC/
128GB※7

5.2인치/
TFT(트리루미넌스® 디스플레이
for mobile)/
최대 1,677만 색

5.1인치
Super AMOLED(유기EL)/
최대 1,677만 색

5.7인치
S-CG Silicon 액정/
최대 1,677만 색

5.2인치/
S-CG Silicon 액정/
최대 1,677만 색

Full HD
(1920×1080)

Quad HD
(2560×1440)

Full HD
(1920×1080)

HD
(1280×720)

약 2070만 화소ㆍCMOS/
약 510만 화소ㆍCMOS/

약 1600만 화소ㆍCMOS/
약 500만 화소ㆍCMOS/

약 1310만 화소ㆍCMOS/
약 210만 화소ㆍCMOS/

약 800만 화소ㆍCMOS/
약 210만 화소ㆍCMOS/

카메라 기능
기타 기능

디스플레이 크기/
표시 방식/표시색 수

화면 크기/표시 방식※9/표시색 수
(메인 디스플레이ㆍ서브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해상도

메인 디스플레이에 HD 크기(1280×720도트),
QHD 크기(960×540도트), VGA 크기(640×480도트),
QVGA 크기(320×240도트)의 액정을 탑재

유효 화소수ㆍ촬상소자(메인/인)

촬영시 사용하는 화소수와 촬영에 사용되는 수광소자의 종류 메인
카메라/서브 카메라

조명(내장)

어둑한 장소 등에서 촬영할 때 편리한 보조광 기능

●

●

●

●

오토 포커스

자동으로 피사체와의 거리가 감지하고 초점을 조정

●
(정지영상/동영상)

●
(정지영상/동영상)

●
(정지영상/동영상)

●
(정지영상/동영상)

손떨림 보정

촬영할 때 발생하기 쉬운 손떨림의 영향을 억제

●
(정지영상/동영상)

●
(정지영상/동영상)

●
(정지영상/동영상)

�

줌(정지영상/동영상)

피사체를 확대할 수 있는 디지털 줌의 대략적인 배율

8배/8배

8배/8배

8배/8배

8배/8배

동영상 최대 촬영 크기(도트)

촬영 가능한 동영상의 최대 크기

3840×2160(4K)

3840×2160(4K)

3840×2160(4K2K)

1920×1080

Wi-Fi
[통신 규격 IEEE 802.11]

고속 통신으로 쾌적하게 인터넷을 사용 가능

●※10
(5GHz/2.4GHz)
[a/b/g/n/ac]

●※10
(5GHz/2.4GHz)
[a/b/g/n/ac]

●※10
(5GHz/2.4GHz)
[a/b/g/n/ac]

●
(2.4GHz)
[b/g/n]

테더링(최대 접속 수)

SoftBank 스마트폰을 모바일 Wi-Fi 공유기로 이용 가능

●
(10대)

●
(14대)

●
(10대)

●
(10대)

Bluetooth®

최신 무선 기능을 사용해 음악이나 통화 가능(대응 규격)

●
(Ver.4.1)

●
(Ver.4.1)

●
(Ver.4.1)

●
(Ver.4.0)

�

�

�

�

●

●

●

●

●

●

적외선 통신(IrDA)

전화번호나 사진을 무선으로 송수신(대응 규격)

오사이후케이타이
[●NFC(FeliCa 탑재) /◯FeliCa]

휴대전화를 전자머니 대신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불이 용이

NFC

위에 대기만 하면 간단히 데이터 통신 가능

®

TV※11

TV를 무료 수신 가능

GPS

GPS 내비게이션으로 현재 위치를 파악 가능

방수(방적)ㆍ방진

생활 방수(IPX5/7 상당), 방수(IPX8 상당), 방적(IPX2 상당),
방진(IP5X/IP6X)에 대응

●

●

풀 하이비전 TV
(풀세그)

풀 하이비전 TV
(풀세그)

풀 하이비전 TV
(풀세그)

원세그

●

●

●

●

방수: IPX5/IPX8
방진: IP6X

�

방수: IPX5/IPX7

방수: IPX5/IPX7

■ 방수 대응 생활 방수(IPX5, IPX7※1 상당)에 대응하고 부엌 등 물을 사용하는 곳이나 빗속, 목욕할 때 등도 평소대로 전화ㆍ메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2 ※1 IPX5: 구경 6.3mm의 노즐을 이용해 약 3m 떨어진 거리에서 분당 약 12.5L의 물을
사방에서 3분 이상 분사하더라도 전화기 성능을 유지합니다. IPX7: 상온의 수돗물을 받아놓은 수심이 1m인 수조 바닥에 전화기 본체를 약 30분간 조용히 담가 놓아도 본체 내부로 침수되지 않고 전화기 성능을 유지합니다. ※2 수돗물 이외의 비눗물, 세제,
조미료, 주스, 바닷물 등에 담그거나 끼얹지 마십시오. 또한 뜨거운 온수나 냉수에 담그거나 끼얹지 마십시오.

■ 방수 대응 생활 방수보다 강력한 방수(IPX8※)에 대응합니다. ※IPX8 등급이란 상온에서 수돗물 수심 1.5m인 곳에 약 30분 동안 휴대전화를 방치했다가 꺼냈을 때 전화기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방진 대응 IP5X※1, IP6X※2에 대응해 더러움에도 강하므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IP5X 등급이란 방진 시험용 분진(직경 75μm 이하)이 들어 있어도 소정의 동작 및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호된 것을 의미합니다. ※2 IP6X 등급이란

직경 75μm 이하의 먼지가 들어있는 장치 내에 본 제품을 넣고 8시간 교반시킨 후 본 제품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는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베스트 에포트(Best Effort) 방식이기 때문에 회선 혼잡 상황과 통신 환경 등에 따라서는 통신 속도가 저하되거나 통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PC 모뎀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이용하시는 지역에 따라서는 하향 최대 75Mbps,
37.5Mbps 또는 그 이하입니다. 대응 지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서비스는 SoftBank 4G LTE 지역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4 연속 수신대기 시간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통화나 조작을 하지 않고 전파를 정상으로
수신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산출한 시간 기준이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사용 환경ㆍ애플리케이션 ㆍ전화기의 설정 상태나 이용 빈도 등의 영향으로 짧아질 수 있습니다. 또 "긴급지진속보"가 ON일 때는 1회 충전당 이용 시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5 AC 어댑터(SHCEJ1)를 사용한 경우의 기준입니다. ※6 물리적 용량입니다. ※7 microSD 메모리 카드는 2GB까지 대응합니다. ※8 microSD 메모리 카드/microSDHC 메모리 카드/microSDXC 메모리 카드의 모든 동작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9 컬러 디스플레이 화면은 유기EL 채택: 전압을 걸면 발광하는 물질을 이용. 다른 액정에 비하여 매우 얇을 뿐만 아니라 소비 전력, 색 재현성, 시야각도 매우 우수한 디스플레이. 모바일 ASV(Advanced Super V): 액정 TV AQUOS에서 채택한 ASV 액정 기술을
휴대전화용으로 응용. 하이 콘트라스트로 높은 시인성과 넓은 시야각을 실현한 컬러 액정. TFT(Thin Film Transistor): 비약적으로 우수한 콘트라스트, 색 재현성, 응답 속도, 시야각 등이 특징. IGZO: 종래의 액정에 비하여 소비 전력을 대폭으로 경감. 또한 밝고
보기 쉬운 영상을 재현함과 동시에 터치 패널의 정밀도 향상. ※10 Wi-Fi 접속을 최적화하기 위한 설정이 자동으로 수신ㆍ 갱신됩니다(Wi-Fi 접속 시에 한함). ※11 NHK 수신료는 NHK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2015년 8월 이후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제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용하시는 지역에 따라서는 하향 최대 112.5Mbps, 75Mbps, 37.5Mbps 또는 그 이하입니다. 대응 지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히가시메이한 등의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제공 중입니다.
이용하시는 지역에 따라서는 하향 최대 110Mbps 또는 그 이하입니다. ※14 수치는 잠정치입니다. ※15 2015년 여름 이후 대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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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플 스타일

한국어

PREPAID SERVICE

심플 스타일

선불 방식이므로 사용하고 싶을 때 충전하면 끝. 스마트폰ㆍ휴대전화를 부담 없이 이용 가능.
30일 패킷 정액이
3,980엔~

기본 사용료 0엔

사용한 만큼만 지불.
선불 방식이므로 과다 사용할 걱정 불요.

2년 계약 없음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험삼아 써보는 감각으로 사용 가능.

용량이 3GB이므로 메일도
인터넷도 여유 있게 사용 가능.

스마트폰

101P

■ 이용 요금

통화료

SMS

송신료

수신료

S! 메일

전용 패킷
정액 서비스※1

송신료

3G 패킷 통신

■ 할인 서비스
MNP 할인

2일 플랜

무료

900엔

갈아타면 단말기 대금도 저렴.

105SH

■ 이용 요금

통화료

SMS
7일 플랜

30일 플랜

S! 메일

2,700엔 4,980엔

☆2

타사☆3로부터 갈아타면 30일 플랜이 4,980엔→3,980엔☆4

장기 할인

무료 충전 4,000엔분 포함☆1

301Z

전국 일률 8.58엔/6초

수신료

해외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간단히 전화 가능.

3G 휴대전화

무료 충전 10,000엔분 포함☆1

101K

국제전화도 OK

30일 플랜을 총 12번 구입하면 13번째 이후는 4,980엔→3,980엔

송신료ㆍ수신료

송신료ㆍ수신료

전국 일률

8.58엔/6초

메일 무제한 사용※2 286엔/최대 30일간

TV 전화ㆍ데이터 통신※3

15.24엔/6초

☆1 무료 충전/재충전 금액에 따라 유니버설 서비스료가 미리 공제됩니다. ☆2 2014년 11월 28일 이후
에 신규 계약ㆍ기종 변경하신 분에 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이전에 신규 계약ㆍ기종 변경하신 분은
"30일 플랜：7,000엔"입니다. ☆3 디즈니 모바일 온 소프트뱅크, 와이모바일에서 갈아탄 경우는 대상에
서 제외됩니다. ☆4 1,000엔 할인은 12회까지 적용됩니다. ●이용 요금에는 별도의 소비세가 부과됩니
다. 예를 들면[통화료]전국 일률 9.26엔/6초[패킷 정액 서비스] 2일 플랜 972엔, 7일 플랜 2,916엔, 30일
플랜 5,378엔. [TV 전화ㆍ데이터 통신]16.45엔/6초[메일 무제한 사용]308엔/최대 30일간(2014년 10월
10일 현재).

MNP 단말기 할인

타사로부터 갈아타면 단말기 대금을 최대 10,000엔 할인

이용에 대해

가전양판점

휴대전화 숍

<필요 서류>신청하실 때에는 계약자 본인의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 주십시오. 복사본을 가져오시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는 친권자
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2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심플 스
타일에 신규 계약 또는 기종 변경하신 경우는 별도의 계약 사무 수수료 및 기종 변경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심플 스타일
대응 휴대전화
를 구입

프리페이드 카드
5,000엔☆

전화 착발신,
SMS 수신 가능

② 전화번호 유효 기간

소프트뱅크 취급점, 소프트뱅크 온라인 숍, 일부 편의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
니다.

프리페이드 카드를 추가 구입

프리페이드 카드
3,000엔☆

120일간※2

360일간

전화 착신,
SMS 수신만 가능

①이용 유효 기간이란 통화료의 등록 잔액을 이용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용 유효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하지 않으신 등록 잔액은 무효가 됩
니다. ②전화번호 유효 기간 중에 추가 등록하면 동일한 전화번호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하시는 경우

1단계

① 이용 유효 기간

잔액 사용
기한

소프트뱅크 숍

무료 충전이 포함된 심플 스타일 플랜 대응 휴대전화를 구입하신 경우※1
전화번호
유효기한 해(약 )

■ 계약부터 이용 시작까지

일본 전국 소프트뱅크 취급점에서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
다음 날

■ 계약 방법

이용 유효 기간

전화번호 유효 기간

60일간/매

360일간

2단계

통화 요금을 재충전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통화 요금을
추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심플 스타일 온라인 충
전). 자세한 사항은 하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일본어만 대응).

☆프리페이드 카드를 구입할 때 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용 요금에는 별도의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http://mb.softbank.jp/mb/premobile/add/

※1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의 제공 조건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부여된 이용 유효 기간은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무료 충전 4,000엔, 5,000엔 플랜은 60일간입니다.
※1 각 플랜은 모두 등록 시각을 포함한 날을 1일째로 계산합니다. 월간 패킷 통신량을 1.2GB 이상 이용하시면 통신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4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간 패킷 통신량에 관계없이 2일 플랜은 200MB, 7일 플랜은
700MB, 30일 플랜은 3GB를 초과한 경우 플랜 종료일까지 통신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플 스타일 전용 패킷 정액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패킷 연결을 바로 시작할 수 없을 때에는 휴대전화기를 일단 껐다가 다시 켜 주시기 바랍니다. ※2 SMS는
메일 무제한 사용 신청 없이 수신만 하실 수 있습니다. S! 메일(MMS) 송수신은 메일 무제한 사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3 USB 케이블로 각종 컴퓨터 등과 연결하면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응 기종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4 국제전화 통화료는 일본 국내 통화료와 다르므로 지역별 통화료를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 (일본어만 대응) 또는 소프트뱅크 고객 지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이용 및 국제 S! 메일
송수신, 국제 SMS 송신, 국제 로밍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5 타사로 송신하는 SMS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SMS 수신은 가능합니다). ※6 소프트뱅크 Wi-Fi 스폿을 이용하시려면 패킷 정액 서비스의 가입과 Wi-Fi 앱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용 기간은 패킷
정액 서비스 종료까지입니다. Wi-Fi 앱을 설정하실 때는 계약할 때 등록하신 비밀번호(4자릿수)가 필요합니다. 또 패킷 정액 서비스를 재신청하실 때도 비밀번호를 재입력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다이얼(예: 내비다이얼(0570-0~), 텔레돔(018099~), 전화번호안내(104), 경품 당첨 다이얼 등)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심플 스타일을 계약하신 후 1년 이내에 해약(MNP에 의한 해약을 포함)ㆍ기종 변경하시면 계약 해지료가 필요합니다. (계약 해지료 19,800엔)

K-3

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모바일 데이터 통신

한국어

Wi-Fi ROUTER

모바일 데이터 통신

초고속 다중 네트워크 대응. Hybrid 4G LTE에서 하향 최대 165Mbps※1※2※3로.

와이모바일 ☆

LTE 네트워크
NEW

2.1

2.5

GHz

1.7

GHz

GHz

소프트뱅크라면 두 가지 요금 플랜 중에서 선택 가능!

7GB 많이 사용한다면

스마트폰과 데이터양을 나누어 사용한다면

4G/LTE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플랫

[기본 사용료]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Wi-Fi 공유기 플랜 (고속) ※4

4G/LTE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플랫 특별 캠페인 실시중

3,696엔/월

5,700엔/월

[4G 데이터 통신 기본료]

(2년간)

(3년째 이후는 4,196엔/월)

500엔/월

0엔/월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Wi-Fi 공유기 플랜(고속) 특별 캠페인 실시중

[기본 사용료]

1,900엔/월

1,400엔/월

[태블릿ㆍ공유기 세트 월액 사용료]

(2년간)

(3년째 이후는 1,900엔/월)

500엔/월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Wi-Fi 공유기 플랜(고속)에 대해] ●데이터 정액팩 가입 회선을 모회선, 동일한 「가족할인」내의 Wi-Fi 공유기 플랜(고속) 가입 회선을 자회선으로 하여 모회선 데이터 정액팩의 데이터양을 자회선과 나누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태블릿ㆍ공유기 세트, 가족 데이터 공유, 2대째 데이터 공유 중에서 한 가지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4G 지역 내 일부 와이모바일의 LTE 네트워크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1 베스트 에포트(Best Effort) 방식이기 때문에 회선 혼잡 상황과 통신 환경 등에 따라서는 통신 속도가 저하되거나 통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히가시메이한 등의 일부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하시는 지역에 따라서는 하향 최대 110Mbps입니다. ※3 4G 지역 외에서 이용하시는 경우는 최대 통신 속도가 달라집니다. ※4 4G 데이터 통신 기본료는 Wi-Fi 공유기 플랜(고속)의 기본 사용료에 포함됩니다. ●각 대응
지역의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네트워크나 Wi-Fi,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본 기기 설정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단말기의 네트워크는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고객님이
네트워크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해외에서 Wi-Fi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해당 국가 법률에 준거하여 설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단말기는 고온이 되는 환경(밀폐 공간이나 주위와 밀착된 상태 등)에서 충전하면서 이용하시거나 장시간 통신을
제품이 고온이 되고 화상 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시간 피부에 닿는 상태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4G/LTE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플랫] ●본 요금 플랜은 메인 회선과 서브 회선의 세트로 구성된 계약입니다. ●월 도중에 가입ㆍ해약한 경우라도 기본
사용료는 일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년 계약(자동 갱신)이며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 해지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은 적용이 시작된 날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개월째로 계산합니다. [통신 속도 규제에
대해] ●매달의 이용 데이터양이 7GB를 초과했을 때에는 청구월 말까지 통신 속도를 송수신 때 최대 128Kbps로 규제합니다. 이용 중이신 데이터양은 메인 회선과 서브 회선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통상 속도 복원 신청(1GB 마다 1,000엔)은 My SoftBank,
법인 콘시어지 사이트 또는 전화 0800-111-5590(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법인 계약하신 분은 전화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 캠페인] ●특별 캠페인 적용에는 신 슈퍼보너스용 판매 가격으로 대상 기종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기종 변경 때 신
슈퍼보너스용 판매 가격 이외의 대상 기종을 구입하신 경우, 4G/LTE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플랫 또는 Wi-Fi 공유기 플랜(고속)에서 4G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플랫＋ 또는 Wi-Fi 공유기 플랜으로 변경하신 경우, 4G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플랫＋에서 4G/LTE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플랫 또는 Wi-Fi 공유기 플랜(고속)으로 변경하신 경우는 캠페인이 해지됩니다. [신청 가능한 옵션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는 옵션 서비스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Wi-Fi 공유기 플랜(고속) 전용 2년 계약에 가입하신 경우의 요금입니다. 전용 2년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자동 갱신)되며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 해지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은 적용이 시작된 날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개월째로 계산합니다. 또 갱신월에 해약 등을 하신 경우는 전월 이용분까지 할인 적용되며 당월 이용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 상의 주의

이용 제한에 대해

●본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통신 품질 및 네트워크 이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패킷 정액 서비스에 가입하시고 일정 기간에 대량으로 통신을 이용하시는 일부 고객에 대해서는 통신속도를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통신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요금 플랜

데이터 정액팩(3G 휴대전화), 패킷 무제한 사용, 패킷 무제한 사용 S
※PC 사이트 브라우저(PC 메일 포함), PC 사이트 다이렉트(X시리즈 전용)를 이용하시는 경우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스마트폰,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심플 스타일 전용 패킷 정액 서비스(2일 플랜, 7일 플랜,
30일 플랜), 기타 패킷 정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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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정액팩ㆍ소용량, 데이터 정액팩ㆍ표준,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0), 데이터 정액팩(심플 스마트폰), 법인 데이
터 공유 전용 팩(10), Wi-Fi 공유기 플랜,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4G LTE(4G LTE 정액 프로그램 포함),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4G, (iPad 전용) 베이식 데이터 정액 플랜 for 4G LTE(4G LTE 정액 프로그램 포함), 패킷 무제한 사용 for
4G LTE/4G, 4G/LTE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플랫, Wi-Fi 공유기 플랜(고속), 4G 데이터 무제한 사용 플랫＋, 4G 데이터 무
제한 사용 플랫, 법인 데이터 통신 플랜 플랫(4G), 법인 데이터 통신 플랜 플랫(4G/LTE), 법인 데이터 플랜,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심플 스마트폰 ※데이터 공유의 자회선 시를 포함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5),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20),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30), 법인 데이터 공유 전용 팩
(15)~(3000）

패킷 통신량

제어 기간

전전달의 월간 패킷 통신량이 300만 패킷(약 366MB) 이상
※전전달의 월간 패킷 통신량이 1,000만 패킷(약 1.2GB) 이상

당월 1개월간

전전달의 월간 패킷 통신량이 1,000만 패킷(약 1.2GB) 이상

데이터 무제한 사용 메인 회선: 전전달의 월간 패킷 통신료가 3,000만 패킷(약 3.6GB) 이상

당월 1개월간
당월 1개월간

데이터 무제한 사용 서브 회선: 24시간마다 패킷 통신량이 300만 패킷(약 366MB) 이상

당일 21시~다음 날 2시

최근 3일간(당일은 포함하지 않음)의 패킷 통신량이 839만 패킷(약 1GB) 이상

당일 6시~다음 날 6시

최근 3일간(당월은 포함하지 않음)의 패킷 통신량이 1,678만 패킷(약 2GB) 이상

당일 6시~다음 날 6시

●패킷 통신량에 대해[법인 데이터 통신 플랜 플랫(4G), 법인 데이터 통신 플랜 플랫(4G/LTE), 법인 데이터 플랜 및 모바일 데이터 통신용 플랜 서브 지역 이외의 경우]온라인 요금 안내 또는 서면 청구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월 청구서의
「통신료 패킷」 이란 내역에 기재된 패킷 수의 합계(단, 「휴대전화 Wi-Fi」의 패킷 수 제외)가 각 패킷 정액 서비스마다 상기의 패킷 수 이상인 분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데이터 통신 플랜 플랫(4G), 법인 데이터 통신 플랜 플랫(4G/
LTE), 법인 데이터 플랜 및 모바일 데이터 통신용 플랜 서브 지역 이외의 경우]다음의 참고 기준을 참조해 주십시오. 동영상 열람(1024Kbps, 5분)인 경우는 약 30만 패킷(38MB), 음악 데이터(128Kbps, 4분)인 경우는 약 3만 패킷(약 3.8MB) [심플
스타일 전용 패킷 정액 서비스] ●3G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전제로 합니다. ●월간이란 패킷 정액 서비스의 각 플랜 신청 시기에 관계없이 달력상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합니다. ●월간 패킷 통신료는 플랜 종별에 관계없이 월간 누적 패킷
수입니다. ●실시 기간의 전달 월초에 통신 제어 대상인 분에 대해 SMS로 안내해 드립니다.

2.더 좋은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마다 트래픽 정보 수집, 분석, 축적을 실시합니다. 또, 다음과 같은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을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이용할 때 제어될 수 있는 콘텐츠 서비스
대상

설명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이용하는 통신

음성 통화와 영상 통화 등을 패킷 신호로 변환해 데이터 통신으로 실현하는 서비스

대용량 데이터 통신 또는 장시간 접속이 필요한 패킷 통신

동영상 열람, 고화질 이미지 열람, 장시간 접속하는 사이트, 앱 등

동영상, 이미지 등의 일부

MPEG, AVI, MOV형식 등의 동영상 파일, BMP, JPEG, GIF 형식 등의 이미지 파일

●왼쪽의 콘텐츠ㆍ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때 통신 속도를
제어하거나 각종 파일을 최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최적화된
데이터는 복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통신은
차단하지 않습니다. ●메인 회선ㆍ서브 회선은 자동
선택됩니다. 이용 중인 회선은 단말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기타 ●기타 패킷 통신 때 최적화된 파일을 기종 측에서 복원할 수 있는 등 고객의 통신에 영향이 없을 때에는 각종 파일의 최적화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패킷 통신 때 콘텐츠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의 데이터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시청ㆍ열람
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다운로드할 때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략된 데이터는 복원할 수 없습니다. ●패킷 통신 이외의 통신(소프트뱅크가 제공하는 음성 통화나 TV 전화, Wi-Fi 통신 등)은 제어 대상이 아닙니다.

패킷 정액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도 정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신이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정액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신] ●일부 기종(705NK 등)의 기능을 이용한 경우 ●컴퓨터 등에 USB 케이블 등으로 휴대전화를 접속한 경우 ●액세스 인터넷에서 이용한 패킷 통신 ●소프트뱅크 커넥트카드를 이용한 모바일 데이터 통신 ●해외
이용분(미국 무제한 사용 적용 시는 제외) ●국제 SMS ●국제 S! 메일(MMS) ●SMS ●통화 ●TV 전화 통신
●패킷 통신료가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월 중간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사가 정한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안내 메일(SMS)을 보내 드립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고액 또는 높은 빈도의 콘텐츠 정보료 과금이 발생했을 때에는 3G 통신 서비스 또는 4G LTE/4G 통신 서비스의 이용이나 신규 콘텐츠 구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4

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요금 플랜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iPhone

통화도 인터넷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요금 플랜

스마트폰도

3G 휴대전화도

통화 무제한 사용

2,700엔/월
1,700엔/월

데이터 정액팩 (3G 휴대전화)

■ 데이터양�초과�후의�추가�구입�방법

데이터양 추가 구입으로 초과
후에도 속도 규제가 없다!

이용 가능 데이터양이
200MB가 되면 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6,000엔/월
5,000엔/월

타사�휴대전화에도

[신청] 필요

데이터양 초과 후에도 속도 규제 없이 쾌적하게 인터넷 가능

7,000엔/월

Book

고정전화에도

최대 통신 속도를 128Kbps로 규제

Web

5GB

제한 모드

6GB

7GB

8GB

[데이터 공유 월액 사용료: 자회선 한 대당 500엔/월]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 가능
데이터�정액팩ㆍ표준�이상

다 사용하지 못하면 다음 달로 이월하여

낭비없이 경제적.

잔여분은 이월

1GB
1GB
4GB
이번 달

5GB
다음 달

<대상 데이터 정액팩> 데이터 정액팩ㆍ표준,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0) (15) (20) (30)

가족 우대 할인

장기 사용 보너스

[신청] 불요

데이터�정액팩ㆍ표준�이상

가족 4인이 가입하면 2년간 31,104엔 저렴

가족 4인이�데이터�정액팩ㆍ표준에�가입한�경우

※2

자세한�사항은 K-10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1「스마트폰 무제한 사용」데이터 정액팩을 2회선 이상 가입하셔야 합니다. 데이터양 합계가 10GB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할인액은 세금이 포함된 총액에서의 할인액입니다.

●「데이터 정액팩」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하시면 이용 상황에 따라서는 데이터 통신료가 고액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에 가입하신 경우 현재 받고 계신 할인이 종료되

●상기 기본 플랜 요금은 모두 2년 계약 시의 요금입니다. ※10GB가 득이 되는 캠페인 적용시. [10GB가 득이 되는 캠페인] ●가족 우대 할인을 병용한 경우는 데이터양 상한 및 회선 수의 계산 대상이 되지만 가족 우대 할인의 할인액은 0엔입니다. <병용 불가 서비스>가족
가입하신 경우의 요금입니다. 전용 2년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됩니다(자동 갱신).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 해지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은 적용이 시작된 날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개월째로 계산합니다. 또 갱신월에
받고 계신 할인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전기통신역무 목적)으로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통화 무제한 플랜, 태블릿 플랜을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통화 무제한 플랜, 태블릿 플랜 적용 후라도
않습니다. ●태블릿 플랜에 계약하시는 경우는 웹 기본 사용료와 데이터 정액팩 가입이 필수입니다. <무료 통화 대상외> ○미국 무제한 사용 이외의 국제 로밍 ○국제전화 ○텔레돔(0180으로 시작하는 번호) ○내비다이얼(0570으로 시작하는 번호) ○소프트뱅크
팩 가입이 필수입니다. ●당일을 포함한 최근 3일간의 데이터 이용량이 다음 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통신 속도를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5) (20) (30)인 분: 약 2GB/그 이외인 분: 약 1GB) ●데이터 정액팩 정액료는 일수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프트뱅크의 「화이트 가족 24(D)」)에 가입한 가족을 말합니다.
K-5

●K-5, K-6에 기재된 통화료 및 통신료는 국제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의 요금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K-18, K-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2,500엔/월

20GB

16,000엔/월

30GB

22,500엔/월

2GB

3,500엔/월

200MB

2,000엔/월

3,500엔/월(무제한 사용)

원하는 상한 횟수 설정으로
과다 사용 걱정 뚝!

추가 구입한 데이터양은
다음 달 말까지 이용 가능!

쾌적
모드

5GB를 초과해도 속도 규제 없이 고속 통신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실제 추가한 분만큼 과금됩니다
[1,000엔/1GB]).

제한
모드

데이터양이 상한을 초과하면 최대 통신 속도가 128Kbps
로 규제됩니다.

(이용 데이터양)

■ T 포인트를 적립, 사용 가능.

가족이 함께 계약 하시면 2년간 변함없이 할인.
※1

15GB

【모회선 대상 데이터 정액팩】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0) (15) (20) (30)
【병용 불가 서비스】가족 우대 할인, 10GB가�득이�되는 캠페인, 2대째 데이터 공유, 태블릿ㆍ공유기 세트, 스마트폰
BB 할인

가족이 여러 회선 계약할 경우 모회선의 데이터 정액팩을 자회선과 공유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불요

※

8,000엔/월

통신 속도가 128Kbps로 규제된 후 1GB(1,000엔)씩 추가 데이터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족�데이터�공유

■ 인터넷 무제한 사용은 유익한 특전이 가득한 데이터 정액팩 5GB 이상을 추천.

9,500엔

스마트폰과 데이터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태블릿ㆍ공유기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K-9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정액팩ㆍ표준(5GB)」 「쾌적 모드(상한 횟수 설정: 3회)」인 경우

SNS

5,000엔/월

10GB

●심플 스마트폰 전용 팩입니다.

2,200엔/월

8,000엔/월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5GB

데이터 정액팩 (심플 스마트폰)

통화�무제한�플랜

소프트뱅크에서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분]

[데이터 정액팩 ☆ ]

데이터 정액팩ㆍ소용량

3G 휴대전화

쾌적 모드

가입월 또는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30)

태블릿�플랜

Game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20)

☆ 인터넷 접속 기본료[S! 베이식 팩/웹 기본 사용료(300엔/월)]가 필요합니다.

Mail

[신청]필요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5)

태블릿

무제한 사용!

PHS에도

태블릿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0)

통화�무제한�플랜

Movie/
Music

타사�스마트폰에도

모바일
데이터
통신

데이터�정액팩ㆍ표준

iPhone,
SoftBank 스마트폰

즐길 수 있다!

무료!

3G
휴대전화

인터넷 무제한 사용

[기본 플랜(2년 계약)]

동영상도 게임도 SNS도 마음껏

24시간 통화 무료!

4G
스마트폰

iPad

통화 무제한 사용

인터넷 무제한 사용

타사 휴대전화ㆍ고정전화에도!

데이터 이월

한국어

PRICE PLAN

데이터 정액팩의 이용상 주의할 점은 K-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불요

이용 중이신 데이터 정량팩에 따라 T포인트가

최대

5배로 포인트 업

자세한 사항은 K-10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데이터 공유 <대상 기종>iPhone, SoftBank 스마트폰 ●캠페인의 종료 시기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전용 2년 계약, Wi-Fi 공유기 플랜(고속) 전용 2년 계약, Wi-Fi 공유기 플랜 전용 2년 계약에
해약 등을 하신 경우는 전월 이용분까지 할인 적용되며 당월 이용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화가 연속해서 장시간에 이르는 등 당사 설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는 통화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에 가입하신 경우 현재
당사가 전기통신역무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당사 지정 요금 플랜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일정 기간에 대해 일부 요금 플랜으로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기본 플랜] ●월 도중에 가입하신 경우는 일수 계산하지만 해약하신 경우는 일수 계산하지
이외의 SMS 송신 ○검색 다이얼 이용료 ○당사가 지정하고 별도 수시 공표하는 전화번호(타사 착신 전송 서비스 등) [S! 베이식 팩/웹 기본 사용료] ●월 도중에 가입하신 경우는 일수 계산하지만 해약하신 경우는 일수 계산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정액팩] ●S! 베이식
[가족 데이터 공유] ●매달 이용 데이터양이 모회선의 데이터양 상한을 초과한 경우는 청구월 말까지 공유 그룹내 모든 회선의 통신 속도를 송수신 때 최대 128Kbps로 규제합니다. ○「가족」이란 같은 「가족할인」(소프트뱅크의 「가족할인」 및 디즈니 모바일 온

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6

■ 할인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스마트 감액

iPhone

iPad

자택 인터넷을 SoftBank

4G
스마트폰

3G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통신

태블릿

심플
스마트폰

[신청] 필요

광인터넷으로 하면

2년 동안에 최대 192,000엔 할인
가족 4명

※

소프트뱅크 인터넷과 세트로 하면
스마트폰ㆍ3G 휴대전화ㆍ태블릿
이용 요금이 경제적.

컴퓨터

전화

스마트폰

SoftBank 광인터넷

3G 휴대전화

태블릿

※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0/15/20/30)을 이용하시는 경우. 할인액은 대상 요금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3년째 이후의 할인 유무는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적용 조건

캠페인 기간 중에 스마트폰ㆍ3G 휴대전화ㆍ태블릿 대상 요금 서비스와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를 세트로 이용하시는 개인 고객(고정 통신 서비스는 가족 명의라도 대상이 됩니다).

2년 동안은 대폭 할인! 3년째 이후에도 쭈~욱 할인!

추천!

추천!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0GB)인 경우>

<데이터 정액팩ㆍ표준(5GB)인 경우>

<데이터 정액팩(3G 휴대전화)인 경우>

SoftBank
광인터넷

10GB

10GB

SoftBank
광인터넷

5GB

5GB

SoftBank
광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 감액

한 사람당

스마트 감액

2년간 매달 2,000엔 할인

한 사람당

2년 동안에

2년 동안에

48,000엔 할인

36,528엔 할인

3년째 이후도 매달 1,008엔 할인

또한 Wi-Fi 공유기도
이용하시면

2년간 매달 1,522엔 할인

3년째 이후도 매달 1,008엔 할인

한 사람당

3G 휴대전화

스마트 감액

한 사람당

쭈~욱 매달 500엔 할인

2년 동안에

12,000엔 할인
3년째 이후도 매달 500엔 할인

2년간 매달 1,522엔 할인!
(3년째 이후는 매달 1,008엔 할인됩니다.)

▪신청하실 때에는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의 지불 방법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입금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특전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재된 금액을 세금 포함된 총액에서 할인합니다. ▪태블릿ㆍ공유기 세트(자회선), 가족 데이터 공유, 2대째
데이터 공유가 적용 중인 경우는 스마트 감액의 할인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 할인과 병용하시는 경우 할인액이 큰 쪽이 우선 적용됩니다. ▪새 Wi-Fi 세트 할인과 일부 서비스나 캠페인과 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 고정 통신 서비스를
신청하신 지 180일이 경과한 후에도 고정 통신 서비스 계약 성립을 당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180일 경과 이전에 취소하신 경우도 포함. 고정 통신 서비스의 제공 회사 사정으로 취소된 경우는 제외) 또는 고정 통신 서비스가 케이블 라인, 히카리de토크
S(케이블 라인), NURO 광인터넷 전화(케이블 라인) 중에서 화이트콜 24를 신청하신 후 180일이 경과한 후에도 화이트콜 24 계약 성립을 당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고정 통신 서비스 계약 상황을 확인한 전 청구월 말을 기하여 할인은 종료되며 그때까지의
할인액을 휴대전화/태블릿 회선 이용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고정 통신 서비스의 개통 확인 전에 스마트 감액 해지 조건에 일치하는 경우는 전 청구월 말 또는 해당 청구월 말을 기하여 할인은 종료되며 그때까지의 할인액을 휴대전화/태블릿 회선 이용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휴대전화 회선을 해약ㆍ양도한 경우에 할인은 전 청구월 말까지 적용됩니다. ▪고정 통신 서비스를 해약하신 경우와 적용 조건의 옵션 서비스 등을 해약하신 경우는 해당 고정 통신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휴대전화/태블릿 회선의
할인은 전 청구월 말을 기하여 종료합니다. ▪디즈니 모바일 온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캠페인 적용 후라도 당사 기준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실이 판명된 경우는 해당 회선에 대한 특전은 적용을 취소합니다. ▪고정 통신
서비스 1회선당 최대 10회선까지 휴대전화 회선(스마트폰/3G 휴대전화/태블릿/모바일 Wi-Fi 공유기) 적용. 스마트폰 BB할인, 스마트 감액 적용 회선을 합산하여 최대 10회선입니다. ◎캠페인 내용 및 기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점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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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었습니다.

■ 할인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SoftBank 광인터넷
SoftBank 광인터넷이라면 통신 속도 최대

※

1Gbps !

동영상도 빨리 연결되는 초고속 자택 인터넷.

1Gbps(1000Mbps) (광회선)
100Mbps(광회선)

압도적인 속도!

50Mbps(ADSL)

※ SoftBank 광인터넷 기가 스피드, 슈퍼 하이스피드의 경우입니다. SoftBank 광인터넷 하이스피드(IPv6 IPoE+IPv4)의 경우는 하향 최대 1Gbps입니다. 최대 1Gbps란 기술 규격상의 최대 속도입니다. 실제로는 이용 환경이나 회선 상황
등에 따라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용 요금

거주 형태

거주 지역

단독 주택

회선 타입

동일본 지역

맨션ㆍ기가 스피드
맨션ㆍ하이스피드
맨션

동일본 지역

3,800엔

맨션ㆍ슈퍼 하이스피드
맨션ㆍ하이스피드
맨션

서일본 지역

■ 초기 비용

5,200엔

패밀리ㆍ슈퍼 하이스피드
패밀리ㆍ하이스피드
패밀리

서일본 지역
공동 주택

월액 이용 요금※1

패밀리ㆍ기가 스피드
패밀리ㆍ하이스피드
패밀리

계약 사무 수수료: 3,000엔

※3

옵션 서비스

합계/월

전부 한번에

5,700엔

500엔

※2

Wi-Fi 멀티팩

광인터넷 BB 유닛
화이트 광인터넷
전화(기본 플랜)

4,300엔

※1 자동 갱신 있는 플랜(2년간 자동 갱신)에 신청하신 경우의 금액입니다. ※2 "스마트 감액" 적용한 경우입니다. ※3 SoftBank 광인터넷에 대한 서비스
변경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용하시는 환경 등에 따라 공사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통 공사에 대하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oftBank Air
공사 불요! 그저 놓기만 하면 인터넷.
POINT 1

간단!

공사 불요. 상자에서 꺼내 전원을 켜면
바로 인터넷.

POINT 2

빠르다!

4G 대응. 최대 110Mbps※1로 ADSL(최대
50Mbps※2) 보다 훨씬 고속.
고성능 안테나 탑재로
뛰어난 감도!

ADSL

SoftBank Air

POINT 3

무제한 사용!

패킷 제한 없음. 매달 정액이므로 가족
모두 인터넷 무제한 사용.
집 안 어디에서
라도 인터넷을
즐길 수 있다!

온라인 게임도
쾌적!

앱이나 음악
다운로드도 빨리!

Air 터미널

※1 베스트 에포트(Best Effort) 방식이기 때문에 회선 혼잡 상황과 통신 환경 등에 따라서는 통신 속도가 저하되거나 통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2 Yahoo! BB ADSL 50M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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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할인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태블릿ㆍ공유기 세트

iPhone

4G
스마트폰

iPad

3G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통신

[신청] 필요

태블릿

스마트폰과 데이터양을 나눌 수 있으므로 훨씬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정액팩ㆍ대용량(10)을
태블릿

스마트폰

이번�달

계약하신 경우>

다음�달

잔여 1GB

1GB
스마트폰에서

Wi-Fi 공유기

4GB

데이터 정액팩ㆍ표준 이상

태블릿 등

10GB

잔여 데이터양은

10GB

5GB

다음 달로 이월 가능

스마트폰 데이터양
10GB를

잔여 데이터양은 다음
달로 이월 가능!

태블릿과 Wi-Fi 공유기
두 대로 나눌 수 있다!

[적용 조건] ○ 대상 요금 서비스에 가입 중이시거나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상 요금 서비스> [모회선]: 통화 무제한 플랜/통화 무제한 플랜(3G 휴대전화), S! 베이식 팩, 데이터 정액팩ㆍ소용량/표준/대용량(10) (15) (20) (30) [자회선]: 태블릿 플랜/Wi-Fi 공유기 플랜/Wi-Fi 공유기 플랜(고속), 웹 기본 사용료(태블릿 플랜 전용)
<병용 불가 서비스> 가족 데이터 공유, 2대째 데이터 공유

사례 1

태블릿이 2,500엔/월부터 사용 가능하므로 경제적

[모회선]
3G 휴대전화

기본 플랜

데이터 정액팩

통화 무제한 플랜

표준(5GB)

2,200엔/월

사례 2

5,000엔/월

태블릿 플랜

[자회선]
태블릿

태블릿ㆍ공유기 세트월액 사용료 인터넷 접속 기본료

300엔/월

500엔/월

300엔/월

[모회선]
스마트폰

[자회선]

Wi-Fi 공유기

데이터 정액팩

태블릿ㆍ공유기 세트월액 사용료 인터넷 접속 기본료

대용량(10GB）

통화 무제한 플랜

ー

300엔/월

ー

500엔/월

ー

ー

500엔/월

ー

9,500엔/월

2,700엔/월

8,000엔/월※1

Wi-Fi 공유기 플랜(고속)
1,900엔/월▶1,400엔/월※2
(3년째 이후는 1,900엔/월)

Wi-Fi 공유기 플랜

1,400엔/월

7,500엔~

iPad 세트 할인,
태블릿 세트 할인으로

Wi-Fi 공유기가 1,900엔/월부터 사용 가능하므로 경제적
기본 플랜

3G 휴대전화와
태블릿 세트로

7,500엔/월

2,500엔/월

ー

1,700엔/월

ー

합계

0엔

사용 가능

합계

11,000엔/월

1,900엔/월

(3년째 이후는 2,400엔/월)

스마트폰과 Wi-Fi
공유기 세트로

12,900엔~
사용 가능

1,900엔/월

iPad 세트 할인, 태블릿 세트 할인

스마트폰, 휴대전화와 세트라면 iPad, 태블릿 이용료가 최대 1년간 실질적으로 무료.※

※ 실질적으로 무료란 매달의 iPad, 태블릿 이용료와 모회선에서의 할인 합계액과의 차액입니다.

iPhone / SoftBank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의 월액 이용료

대용량(10) (15) (20) (30)

2,500엔/월

▶

0엔/월

※

3G 휴대전화를 사용하시는 분의
월액 이용료

※ 태블릿 세트 할인의 2년째, 3년째 월액 이용료는 1,500엔(1,000엔 할인)입니다.
적용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표준/대용량(10) (15) (20) (30)

2,500엔/월 ▶ 0엔/월※

[iPad 세트 할인] ●기재된 금액은 2년 계약 시의 요금입니다. ●본 캠페인으로 구입하신 iPad를 당사가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수한 iPad가 파손되었거나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iPad 회선을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할인한 금액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태블릿 세트 할인]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전용 3년 계약은 3년 단위 계약이고 4년째 이후는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전용 2년 계약으로 변경돼 2년 단위로 계약됩니다(자동 갱신).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 해지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전용 3년의 계약 기간은 적용이 시작된 날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개월째로 계산합니다. 또 갱신월에 해약 등을 하신 경우는 전월 이용분까지 할인 적용되며
당월 이용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이트 플랜에 가입하신 분

4G, 4G LTE 스마트폰과 세트로 이용하시면 iPad, 태블릿의 기본료를 2,850엔부터 이용하실 수 있는 캠페인 실시중!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상기 기본 플랜 요금은 모두 2년 계약 시의 요금입니다. 2년 계약(자동 갱신)이며 갱신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 해지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은 적용이 시작된 날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개월째로 계산합니다. 또 갱신월에 해약 등을 하신
경우는 전월 이용분까지 할인 적용되며 당월 이용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10GB가 득이 되는 캠페인 적용시. ※2 특별 캠페인 적용 시의 가격입니다. 3년째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 캠페인 적용에는 신 슈퍼보너스용 판매 가격으로
대상 기종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모회선 1회선에 대해 자회선 1회선만 대상이 됩니다. ●모회선과 자회선을 가족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회선을 태블릿ㆍ공유기 세트 월액 사용료(500엔/월)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매달 이용 데이터양이 모회선의
데이터양 상한을 초과한 경우는 청구월 말까지 모회선ㆍ자회선의 통신 속도를 송수신 때 최대 128Kbps로 규제합니다. ●데이터 정액팩 정액료, 태블릿ㆍ공유기 세트 월액 사용료의 일수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유니버설 서비스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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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통화료 및 통신료는 국제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의 요금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K-18, K-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할인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가족 우대 할인
데이터 정액팩ㆍ표준 이상

iPhone

3G
휴대전화

4G
스마트폰

iPad

태블릿

[신청] 불요

대용량(20)

대용량(30)

가족이 함께 계약※1하시면 2년간 변함없이 할인.

가족 4인이 가입하시면 2년 동안에

31,104엔 절약※2

데이터 정액팩

표준
5GB

10GB

15GB

20GB

30GB

할인액(2년간)

324엔/월

1,080엔/월

1,620엔/월

2,160엔/월

3,240엔/월

데이터 용량

대용량(10)

대용량(15)

<예를 들면 가족 4인이 데이터 정액팩ㆍ표준(5GB)에 가입하신 경우>
[아버지]

[어머니]

[자식]

[자식]

2,700엔/월

2,700엔/월

2,700엔/월

2,700엔/월

5GB 5,000엔/월

5GB 5,000엔/월

5GB 5,000엔/월

5GB 5,000엔/월

300엔/월

300엔/월

300엔/월

300엔/월

스마트폰
기본 플랜

데이터 정액팩

인터넷 접속 기본료

324엔/월 할인!

가족 우대 할인

스마트폰

스마트폰

324엔/월 할인!

스마트폰

324엔/월 할인!

324엔/월 할인!

2년간 합계 31,104엔을 절약!

※1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데이터 정액팩을 2회선 이상 가입하셔야 합니다. 데이터양 합계가 10GB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할인액은 세금이 포함된 총액에서의 할인액입니다. 기재된 금액을 통신 요금에서 할인합니다. <병용 불가 서비스>가족 데이터 공유, 2대째
데이터 공유, 태블릿ㆍ공유기 세트 자회선. ●스마트폰 BB 할인과 병용한 경우는 할인액이 큰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가족 우대 할인 적용 후라도 당사 기준에 따라 할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해당 회선 또는 가족 할인의 일부 또는 모든 회선의 가족
우대 할인 적용을 취소합니다.

장기 사용 보너스

iPhone

4G
스마트폰

3G
휴대전화

[신청] 불요

휴대전화 이용 요금에 따라 적립되는 T 포인트가 3년째부터 배율 상승.

데이터 정액팩ㆍ표준 이상

T 포인트가 최대

5배로포인트 업

계약 기간과 포인트 배율

데이터 정액팩
소용량※

표준(5GB) 이상

1~2년

3~10년

통상

2배

11년~
2배
5배

스마트폰 등의 옵션품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는 T 포인트를 적립! 사용 가능!
매달의 이용 요금으로 적립

1포인트＝1엔※으로 휴대전화의 이용 요금 지불에 사용 가능

※포인트는 이용 금액(세금 포함)에 대해 1엔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데이터 정액팩(3G 휴대전화), 데이터 정액팩(심플 스마트폰), 가족 데이터 공유 자회선을 포함합니다. <적용 조건> ◯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데이터 정액팩에 가입하셔야 합니다(가족 데이터 공유의 자회선도 대상이 됩니다). ◯ T 카드 번호가 등록(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iPad, Wi-Fi 공유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이 아닌 요금 플랜으로 변경, 「데이터 정액팩」 해지 또는 T 카드 번호의 등록(연계)을 해지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기 사용 보너스는 매달의
이용액(청구월 단위)에 따라 부여됩니다.

K-10

▪기재된 통화료 및 통신료는 국제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의 요금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K-18, K-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할인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갈아타기 보상판매 프로그램

iPhone

4G
스마트폰

3G
휴대전화

[신청] 필요

타사 휴대전화로부터 갈아타기(MNP) 및 보상판매로 통신료를 할인합니다.
MNP를 이용해 타사로부터 갈아타기

타사 휴대전화

■ 적용 조건

소프트뱅크
스마트폰

통신요금에서

24회 분할 할인

종료 시기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소프트뱅크
3G 휴대전화

■ 타사 번호 그대로 갈아타기(MNP)하며 당사 지정 기종을 구입과 함께 가입하셔야 합니다※.

■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기본 플랜＋데이터 정액 플랜) 또는「화이트 플랜」＋「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에 가입하셔야 합니다(가족 데이터 공유 자회선은 제외).
■ 갈아타기(MNP) 가입하신 다음달 말까지 보상판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보상판매 대상 기종은 파손된 곳이 없고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 보상판매 대상 기종의 감정을 마치셔야 합니다.

■ 대상 기종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고장 단말기 매수 캠페인」에 신청하시면 T 포인트가 부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사의 iPhone 5s, iPhone 5c, iPhone 5, iPhone 4s, 스마트폰,
종래형 휴대전화(피처폰)

보상판매 대상 기종

▪NTT 도코모 키즈 휴대전화, au 주니어 휴대전화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갈아타기(MNP)

대상 기종(지정 기종)

소프트뱅크의 iPhone 6, iPhone 6 Plus, SoftBank 스마트폰,
SoftBank 3G 휴대전화
▪미마모리 휴대전화, 안심 패밀리 휴대전화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디즈니 모바일 온 소프트뱅크로부터 MNP, 와이모바일로부터의 번호이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정 기종을 구입하실 때마다 1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판매 기종에 따라 지정 기종 구입 후 매달의 통신요금에서 할인합니다. ▪할인 기간 중에도
할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 기간 내에 해약하신 경우 할인은 종료되지만 할부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매장에서 신청하신 후 보상판매 또는 후송 키트를 이용한 직송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경우는 고물영업법에
입각하여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매장 보상판매, 후송 모두 해당).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점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소프트뱅크와 와이모바일 간 갈아타기(MNP)는「번호이행」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천!

매장에서 신청

▪후일 매장에 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청구월부터 할인 ■ 절차가 빠르다

피처폰 갈아타기 할인

우송으로 신청

■ 다음 청구월부터 할인 ■ 매장 방문 불요, 자택에서 우송

3G
휴대전화

[신청] 필요

피처폰으로 갈아타기하신 분은 매달의 통화료가 저렴해집니다.
타사 피처폰에서 피처폰으로 갈아타기

타사 피처폰

소프트뱅크 피처폰

3년간 월액 1,480엔(세금 포함)만으로
24시간 일본 국내 통화 무제한 사용

또한 기종 대금 실질 0엔으로
원하는 피처폰을 선택 가능!

■ 적용 조건

■ 타사 피처폰(도코모 휴대전화, au 휴대전화) 또는 와이모바일 PHS에서 당사 지정 기종을 구입과 함께 갈아타기(MNP)
또는 번호이행으로 신규 계약하고 동시에 본 캠페인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당사 지정 기종을 신 슈퍼보너스 계약(3년 할부/일시불)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통화 무제한 플랜(3G 휴대전화)」및 본 캠페인 전용 3년 계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디즈니 모바일 온 소프트뱅크에서 갈아타기(MNP), 와이모바일 PHS(구 윌콤) 이외의 회선에서 번호이행, 당사 해약 후 3개월 이내의 재계약인 경우는 본 캠페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용 3년 계약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용 2년 계약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 해지료 10,260엔(세금 포함)이 부과됩니다. 계약 기간은 적용이 시작된 날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개월로 계산합니다. 또 3년째 이후에 해약 등을 하신 경우는 전월 이용분까지
할인 적용되며 당월 이용분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불 금액은 1,479엔입니다. ▪본 캠페인 적용에는 반드시 가입하셔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입 기종 및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매월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실질 부담이 0엔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 부담이란 매달 할부금 합계액과 통신요금에서 할인 합계액과의 차액입니다. 실질 부담 0엔이 되려면 지정 서비스로 37개월 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통화 무료는 일본 국내 통화가 대상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번호가
있습니다. ▪캠페인 내용 및 기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점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일부터 소프트뱅크와 와이모바일 간 갈아타기(MNP)는「번호이행」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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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할인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기종 변경 보상판매 프로그램

소프트뱅크를
사용하시는 분

[신청] 필요

4G
스마트폰

iPhone

소프트뱅크에서 이용 중인 스마트폰을 보상판매하시면 통신료를 할인합니다.
대상 스마트폰으로 기종 변경

소프트뱅크 스마트폰

■ 적용 조건
■ 대상 기종

통신요금에서

24회 분할 할인

소프트뱅크 스마트폰

또는

T 포인트

일괄 부여

■ 당사 지정 기종을 구입과 함께 기종 변경하셔야 합니다.

■ 기종 변경 전 기종이 당사에서 구입하신 기종이어야 합니다.

■ 기종 변경 전 기종을 당사에 보상판매하셔야 합니다(보상판매 기종은 파손된 곳이 없고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함).

▪보상판매 대상 기종의 감정을 마치셔야 합니다. ▪감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고장 단말기 매수 캠페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종

기종 변경할 기종

iPhone 5s/iPhone 5c/iPhone 5/iPhone 4s/iPhone 4/iPhone 3GS/iPhone 3G/
101DL/001HT/001DL/X06HTⅡ/X06HT

(보상판매 대상 기종)

(지정 기종)

iPhone 6/iPhone 6 Plus/iPhone 5s/
iPhone 5c/iPhone 5/4G 스마트폰

▪프로그램 적용에는 당사 지정 기종을 사용 중이고 또한 그 기종을 보상판매하셔야 하는 등 조건이 있습니다. 또 보상판매에는 당사 지정 조건이 있습니다. ▪지정 기종을 구입하실 때마다 1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패밀리 할인과 병용하실
수 없습니다. ▪할인 기간 중에도 할부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할인 기간 내에 해약하신 경우 할인은 종료되지만 할부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매장에서 신청하신 후 보상판매 또는 후송 키트를 이용한 직송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신청하시고 후송하시는 경우는 매장에 신고하신 기종과 실제 송부하신 기종이 같아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경우는 고물영업법에 입각하여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매장 보상판매, 후송 모두 해당).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점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시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 적용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신청 방법을

추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신청

■ 다음 청구월부터 할인

우송으로 신청

▪후일 매장에 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절차가 빠르다

스마트폰으로 무료 교체 프로그램

■ 다음 청구월부터 할인 ■ 매장 방문 불요, 자택에서 우송

소프트뱅크를
사용하시는 분

iPhone

4G
스마트폰

3G
휴대전화

[신청] 필요

인기 스마트폰으로 기종 변경하시면 기종 대금이 무료가 됩니다.※
대상 스마트폰으로 기종 변경

소프트뱅크
스마트폰

AQUOS CRYSTAL
기종 변경 지원

■ 적용 조건
■ 대상 기종

이용 중이신 기종

소프트뱅크
3G 휴대전화

10,800엔(세금 포함)캐쉬백

(통신요금에서 1,080엔×10회 분할 할인)

인기 스마트폰으로
무료 교환

AQUOS CRYSTAL로 기종 변경하시면 더 경제적!

대상 스마트폰

또는

Nexus Player 증정[13,824엔(세금 포함)]
[소프트뱅크 그룹에서만 취급(일본 국내)]

동영상이나 앱을 TV 대화면에서 즐길 수 있다

▪T 포인트 10,000포인트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당사 지정 기종을 12개월 이상 이용 중인 상태에서 당사 지정 스마트폰을 구입과 함께 기종 변경하셔야 합니다. ■ 대상 기종을 일반 계약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신 슈퍼보너스는 대상에서 제외).
■ 기종 변경 전 기종이 당사에서 구입하신 당사 지정 기종이어야 합니다.

iPhone, SoftBank 스마트폰
SoftBank 3G 휴대전화

무료 교환

▪당사 지정 기종: 소프트뱅크의 iPhone/SoftBank 스마트폰/SoftBank 3G 휴대전화

무료 교환
대상 기종

AQUOS CRYSTAL/AQUOS PHONE Xx mini 303SH
AQUOS CRYSTAL/AQUOS PHONE Xx mini 303SH/iPhone 5s 16GB/DIGNO U

※ 계약 사무 수수료 3,000엔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본 프로그램이 적용된 경우는 적용 후 6개월 이내(청구월 단위)의 해약, 기종 변경에는 계약 해지료 20,000엔이 부과됩니다. ▪AQUOS CRYSTAL로 기종 변경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구입 다음날 이후에
송부하는 SMS에서 특전을 선택해 주십시오. ▪AQUOS CRYSTAL X는 본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점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취급점 재고가 다릅니다. 사전에 구입 예정 취급점에 재고 현황을 문의하시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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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할인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기종 변경 선점 프로그램

소프트뱅크를
사용하시는 분

iPhone

[프로그램 이용료]

4G
스마트폰

300엔/월

2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기종 변경 가능!

저렴하게 최신 기종으로
부담없이 기종 변경

기종 대금 잔액은 최대 7개월분 지불 불요!
(통신요금에서 기종 대금 잔액과 같은 금액을 할인)

이용부터 19개월째 이후 기종 변경하면 기종 대금 잔액(최대 7개월분) 지불 불요
■ 프로그램 이미지(19개월째에 기종 변경한 경우)
1개월째

2개월째

19개월째

프로그램 이용료(300엔/월)
구입

기종

할부금 완불 전에 기종 변경 가능!

25개월째

기종 변경 후의 기종이라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종 대금 할부금

A

20개월째

기종 대금 잔액은
기종
변경

기종

지불 불요!
기종 대금

B

최대
7개월

할부금

▪기종 변경 시는 기종 변경 전 기종(상기 이미지의 기종 A)은 회수합니다.

환불 보증

■ 대상 기종

특전을 적용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이용료는 전액 환불! (최대 48개월)
iPhone 6, iPhone 6 Plus, DIGNO U

■ 가입 조건

▪환불에는 일부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기종의 최신 정보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 대상 기종은 신 슈퍼보너스(2년 할부)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 구입과 동시에 본 프로그램 신청하셔야 합니다.

■「데이터 정액팩ㆍ소용량/표준/대용량(10/15/20/30)」또는「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for 4G LTE/4G」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가족 데이터 공유 자회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특전 이용 조건

■ 대상 기종을 18개월간 이용하신 후 19개월째 이후에 본 프로그램 지정 기종으로 기종 변경하셔야 합니다.

■ 이번에 구입하신 기종(기종 A)에 대해서는 차후 기종 변경(상기 이미지의 기종 B)하실 때 당사가 회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회수 기종은 파손된 곳이 없고 정상으로 작동되어야 함).
■ 기종 변경 후의 기종도 본 프로그램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특전 할인 기간 중이나 해약하신 경우라도 할부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가입 및 특전 이용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점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전 이용 시의 기종 변경 시점에서 할부금 잔액은 할인 대상으로 하며 매달 통신요금에서 할부금과 같은 금액을 할인합니다. 일부 할인 대상 외 요금이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특전 할인 기간 중이나 해약하신 경우라도 할부금은 지불하셔야 합니다.
▪단말기를 회수할 때는 고물영업법에 입각하여 본인 확인을 실시합니다(매장 회수와 후송 중에서 선택 가능). ▪특전 이용을 신청하신 다음달 말까지 단말기 감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나 특전 이용을 신청하신 후에 이번 구입 기종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는
특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이용료를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의 해제, 18개월 이내의 기종 변경, 대상 외 요금 서비스로 변경, 해약ㆍ양도 등의 경우 본 프로그램은 해지됩니다. 그런 경우는 지불하신 프로그램 이용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할부금을 일괄 청산하신 경우 본 프로그램의 특전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조건을 충족한 경우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환불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환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점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이용료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기 및 기종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ㆍ캠페인의 내용 및 기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점원에게 문의하시거나 웹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다른 캠페인, 프로그램, 할인과 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좋은 네트워크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통신마다 트래픽 정보 수집, 분석, 축적을 실시합니다. 또 당사가 별도로 규정한 통신에 대해서는 제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mb/r/notes/)(일본어만 대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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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옵션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 만일의 경우에도 안심할 수 있는 애프터서비스

안심보증팩(i) 플러스
고장ㆍ파손ㆍ수몰

[월액 사용료]

[신청]필요

650엔

iPhone

전손ㆍ도난ㆍ분실

전지 소모

iPad

메모리의 데이터 복구 지원

보증기간 외의 고장이나 수몰 등으로

전손 또는 도난이나 분실된 경우에 회

소모한 전지를 교환했을 경우의 대금

메모리의 데이터를 복구하여 새로 이

을 매달의 이용 요금에서 할인합니다.

종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 할인합니다.

대전화기)로 옮깁니다.

인해 지불한 수리 대금(세금 비포함)
iPhone 수리 대금 85%
iPad

수리 대금 95%

원 가격으로 동일 기종 또는 지정 기

이상 할인

수리 불가능

이상 할인

盗難

修理
不可能

(세금 비포함)을 매달의 이용 요금에
iPhone 전지 교환 대금 85%
iPad

전지 교환 대금 95%

全損

용하실 휴대전화기(데이터 회복용 휴

이상 할인

iPhone

이상 할인

만 대응

고객 부담액

0엔

［휴대전화 무엇이든 지원］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에 관련된 주변기기의 온갖 「트러블」을 지원합니다! [단독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월액 사용료: 500엔(가입월 월액 사용료: 무료)], 일본어만 대응］

안심보증팩 플러스

4G
스마트폰

[그 밖의 7가지 서비스]

수몰ㆍ전손 보증 서비스

[수몰ㆍ전손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리 대응］
고객 부담액

5,000엔

(

또는 동일 기종이나 당사 지정 기종을 회원 가격으로 구입 가능

안심보증팩 플러스 회원을 위해 기종별로 지정된 회원 가격(점포에 따라 가격이 다
릅니다.)

）

■수몰 제품을 수리할 때에는 외장 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파손 보증 서비스도 함께 적용되므로 양해하시기 바
랍니다. 또한, 이때에 고객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몰 수리 5,000엔＋외장 교환 1,500엔＝6,500엔

3G
휴대전화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
고장 보증 서비스

모바일
데이터
통신

태블릿

파손 보증 서비스

메모리의 데이터 복구 지원

온라인 수리 접수 할인 서비스

전지 팩 무료 서비스 또는 내장형 배터리 교환 수리 할인 서비스
휴대전화 무엇이든 지원

[단독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월액 사용료: 500엔(가입월 월액 사용료: 무료)], 일본어만 대응]

기종 구입(신규 회선 계약/기종 변경)과 동시에 신청하신 경우에 한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보증팩 플러스는 대응 기종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이용하신 날부터 6개월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안심보증팩(i) 플러스>○고장ㆍ파손ㆍ수몰ㆍ전지 교환에 의한 수리 대금의
환원 ○전손ㆍ도난ㆍ분실 시의 회원 가격으로 기종 변경 <안심보증팩 플러스> ○수몰ㆍ전손 보증 서비스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 [고장ㆍ파손ㆍ수몰, 전지 소모] ●iPhone 6는 87%, iPhone 6 Plus는 90%, iPhone 5s, iPhone 5c는 85%, iPhone 5,
iPhone 4s, iPhone 4는 90%, iPad Air 2는 100%, iPad mini 3는 97%, 기타는 95% 할인이 됩니다. ●할인액에는 기종 별로 정해진 상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회원 규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액세서리류의 수리나 교환요금, 익스프레스 교환 서비스
요금, 연체료, 소비세 등은 환원 대상이 아닙니다. ●휴대전화기 할부금, AppleCare Protection Plan 및 AppleCare+ 구입비, 소비세 등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소프트뱅크 숍 또는 일부 애플 정규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본 국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합니다. [전손ㆍ도난ㆍ분실] ●회원 가격으로 구입하신 경우는 새 대상 기종을 지금까지 사용하시던 대상 기종과 상환하여 점포에서 회수합니다. ●사용하시던 기종과 같은 기종의 재고가 없을 때는 당사가 지정한 동등한 기종을 회원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리의 데이터 복구 지원] ●「데이터 복구를 의뢰하신(수몰/파손된) 휴대전화기」와「데이터 복구용 휴대전화기」두 대를 약 1주일 동안 맡기셔야 합니다(임시 휴대전화기 대여 가능). ●이용 중인 휴대전화기가 수몰된 경우는 전원을
켜지 말고 본체에서 전지 팩을 분리한 후 소프트뱅크 숍으로 가지고 오십시오. ●「수몰/파손」으로 전원이 켜지지 않는 휴대전화기와 새로 이용 중인 휴대전화기 중에서 한 가지가 비대응 기종일 때에는 데이터 복구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전지 팩 무료 서비스]
●전지 팩 신청 기간은 무료 제공 권리 발생 후 1년입니다. ●전지 팩이 부속되지 않는 기종(일부 데이터 통신용 단말기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의> ●수몰ㆍ전손 보증 서비스,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 고장 보증 서비스, 파손 보증 서비스는
소프트뱅크 숍 등 당사 지정 점포에서 접수합니다. ●수몰ㆍ전손 보증 서비스 또는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에 근거하여 기종을 교환했을 때에는 구 기종(서비스 취급점에서 회수한 것도 포함)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위임장에 의한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는 가족 분에 한해 접수하며 같은 날 한 대로 한정합니다. ●도난ㆍ분실에 대한 도난ㆍ분실 보증 서비스를 접수할 시에는 증빙 서류(도난 신고서ㆍ분실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요금을 체납하신 경우는 특전을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AppleCare＋ for iPhone

월액료 576엔/월
(총액 13,824엔/총 24회 지불)★

iPhone을 지키자

표시 가격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ppleCare+ for iPhone에 가입하시면 수리 보증과 기술 지원이 iPhone의 구입일부터 2
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조작상 실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도 1회당 7,800엔의 서비스
료로 최대 2회까지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징］●원스톱 기술 지원 ●Apple 전임 전문가에게 다이렉트 액세스●픽업 및 배달 수리 또는 지참
수리 ●익스프레스 교환 서비스 ●iPhone 본체, 배터리, 부속된 이어폰과 액세서리의 하드웨어 제품
보증 ●조작상 실수로 발생한 고장에 대한 수리 서비스(최대 2회까지 1회당 7,800엔의 서비스료가 필
요) ●iOS, iCloud, Apple 순정 iPhone 애플리케이션의 소프트웨어 지원 ●무선 네트워크에 접속

AppleCare+ 서비스는 각 관할 지역의 소비자 보호 법령에 따른 법적 권리에 추가적으로 제
공됩니다. iPhone을 구입하실 때 본 플랜을 반드시 구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ppleCare+
를 이용하시려면 규약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규약은 www.apple.com/legal/salessupport/applecare/applecareplu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리 서비스는 iPhone 및 부속 액세서리에 재질상 또는 제조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배터리 성능이 정식
제품 사양의 50퍼센트 이하밖에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Apple이 수리 또는 교환 서비스로
제공하는 교환품에는 신제품 또는 성능과 신뢰성 모두 신제품과 동등한 부품이 포함됩니다. ●전화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및 지원 영업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리 서비스에는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Apple Store에서 구입하실 때의 지불 방법은 일시불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서비스 구입월의 다음 달 이용분부터 청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청구 개시부터 24회 할부입니다. 본 서비스는 신
청하신 다음 날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iPhone 5, iPhone 4s(8GB는 제외), iPhone 4, iPhone 3GS의 서비스료는 1회당 4,400엔입니다.

■ 태블릿 애프터서비스와 시큐리티가 세트로 저렴
태블릿
한정

안심 시큐리티 세트

일반적으로 총액 1,000엔의 서비스가 세트로 가입하면 800엔에

안심보증팩
[통상 500엔/월]

태블릿 기본팩

[신청]필요
[통상 500엔/월](새로 가입하시면 1개월 무료)

할인은「안심보증팩」또는「안심보증팩 플러스」및「태블릿 기본팩」을
신청하신 분에게 적용됩니다※.

[신청]필요

태블릿

■ 스마트 시큐리티 powered by McAfee® ■ Internet SagiWallTM

■ 분실한 휴대전화 수색 서비스 ■ 위치안내 ■ 일정액 정지 서비스

「안심보증팩 플러스」및「태블릿 기본팩」세트인「안심 시큐리티 세트 플러스」(월액 사용료 합계: 950엔)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 조건은 각 서비스에 준거하여 적용됩니다. ●「안심 시큐리티 세트」란「안심보증팩」또는「안심보증팩 플러스」및「태블릿 기본팩」양쪽에 신청하신 경우의 할인 방법 호칭입니다. ●탈퇴ㆍ해지하시는 경우는 각 서비스에서 탈퇴ㆍ해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서비스를 탈퇴ㆍ해지하신 경우는 할인이 해지됩니다. ●태블릿 기본팩에 관한 주의사항은 K-15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할인은 태블릿 기본팩에서 할인합니다. 태블릿 기본팩의 무료 특전 기간 중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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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션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 안심 및 편리한 서비스를 세트로 저렴하게

[신청]필요

iPhone 기본팩

[월액 사용료]

500엔

새로 가입하시면
1개월 무료★

iPhone

일반적으로 총액 1,000엔의 서비스가 팩으로 가입하면 500엔에

음성사서함 플러스 [통상 300엔/월]

최대 3분짜리 음성 메시지를 100건까지

녹음

1주일 동안, 음성사서함 서비스센터에서
보관합니다.

일정액 정지 서비스 [통상 100엔/월]
통화대기 서비스 ［통상 200엔/월］
그룹 통화 [통상 200엔/월]

녹음

소프트뱅크 오리지널

분실한 휴대전화 수색 서비스

휴대전화를 분실했을 때 등에 소프트뱅크 고객 지원에서
대략의 위치를 조사해 드립니다.

●iPhone 기본팩을 신청하신 분에 한해 이용 가능

위치안내 [통상 200엔/월]

[검색 이용료 5엔/회]

사전에 등록해 둔 어린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는 지도
STOP
와
주소로 표시되므로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팩

4G
스마트폰

일반적으로 총액 1,300엔의 서비스가 팩으로 가입하면 500엔에

[그 밖의 7가지 서비스]

스마트 시큐리티 powered by McAfee® [통상 300엔/월]

앱의 위협도 WEB의 위협도 차단합니다.

음성사서함 플러스 [통상 300엔/월]

안심원격잠금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다운로드한 앱이나 메일 첨부 파일, micro SD
카드 등을 통해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검출하여
스마트폰을 지킵니다.

분실한 휴대전화 수색 서비스

Internet SagiWallTM

위치안내 [통상 200엔/월, 검색 이용료 5엔/회,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사기 사이트와 피싱 사이트를 사전에 감
지해 경고 화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일정액 정지 서비스 [통상 100엔/월]

통화대기 서비스 [통상 200엔/월,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그룹 통화 [통상 200엔/월,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휴대전화 기본팩

3G
휴대전화

일반적으로 총액 1,100엔의 서비스가 팩으로 가입하면 500엔에

녹음

S! 전화번호부 백업(스팸메일 대책도 가능) [통상 100엔/월]

일정액 정지 서비스 [통상 100엔/월]

전화번호부를 전용 서버에 백업. 또 백업한 이메일 주소(최대 1,000건)에서만 수신을 허

이용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

가하는 스팸메일 대책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그 밖의
6가지 서비스

인기 서비스가
세트로 저렴하게!

스를 정지합니다.

S! 베이식 팩 신청 필요

분실한 휴대전화 수색 서비스

음성사서함 플러스 [통상 300엔/월]

녹음

하면 휴대전화의 발신 서비

안심원격잠금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통화대기 서비스 [통상 200엔/월,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STOP

위치안내 [통상 200엔/월, 검색 이용료 5엔/회,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그룹 통화［통상 200엔/월, 대응 기종만 이용 가능］

다음의 서비스와 각 기본팩 중에서 한 가지에 세트로 가입하시면 각 서비스의 월액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S! 메일(MMS) 어디에서든 액세스
컴퓨터에서 S! 메일/MMS의 송수신 가능!

월액 사용료 300엔

무료

■Machi-Uta®: 월액 사용료 100엔→무료

●각 기본팩만 해지하시면 S! 메일(MMS) 어디에서든 액세스와 Machi-Uta®의 월액 사용료가 발생합
니다. ●Machi-Uta®는 VoLTE 서비스와 병용할 수 없습니다.

각 기본팩은 기종 구입(신규 회선 계약/기종 변경) 또는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의 신규 신청과 동시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USIM 단독 계약과 동시에 신청하신 경우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구입시 USIM 단독 계약이나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에 신규 신청과 동시에 새로 가입하신 경우는 1개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종 변경 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계속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휴대전화 기본팩,
iPhone 기본팩, 스마트폰 기본팩, 안심 패밀리 휴대전화 기본팩]. ●각 기본팩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ㆍ특전 제공 및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제공 회사에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을 해약하시면 각
옵션 서비스는 자동 해지되고 그 때까지 보관되던 정보는 삭제됩니다. [스마트 시큐리티 powered by McAfee®] [Internet SagiWall™] ●스마트 시큐리티를 이용하시려면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분실한 휴대전화 수색 서비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치 정보를 검색할 수 없습니다. ○통화권 이탈 ○전원 OFF시 ○회선 정지시 ○착신 규제 설정시 ○해외에서 분실시 ●GPS 및 기지국 전파 상황에 따라 측위 정밀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위치안내] ●iPhone은 피검색자에게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양도ㆍ승계했을 때에는 양도ㆍ승계 전의 위치안내에 관한 모든 설정이 해지됩니다. [음성사서함 플러스] ●전화번호를 변경하신 경우에 음성사서함 플러스 서비스는 계속되지만 보관 중이던 음성 메시지 정보는 삭제됩니다. ●iPhone 기본팩을 해약하시면
보관되어 있던 음성사서함 메시지의 일부가 삭제됩니다. ●비주얼 보이스 메일을 수신하면 패킷 통신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이용하시는 경우 청구액이 고액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 로밍을 OFF로 설정해 놓으시길 권장합니다. [안심원격잠금]
●원격 조작은 휴대전화와 태블릿에서 SMS를 수신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본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나 등록 정보를 변경하신 후에는 데이터가 반영될 때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안심원격잠금을 이용하시려면 앱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만 대응) [일정액 정지 서비스] ●화이트 BB의 화이트콜 통화료 등 소프트뱅크 휴대전화 또는 태블릿 청구와는 별도로 청구되는 요금은 개산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보 메일이 한 번이라도 수신되지 않았다고 당사가 판단했을
때에는 예고 없이 발신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통보처 휴대전화 번호나 메일 주소를 변경ㆍ폐지하신 경우는 자동 갱신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통보처 주소를 변경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설정액이나 통보처를 변경하셔도 설정 타이밍에 따라서는 서비스가
변경 전의 설정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양도하면 지정 금액이나 통보처 등의 설정이 리세트됩니다. 또 발신 정지 중일 때에는 발신 정지가 해제됩니다. ●청구처를 변경하시면 이용 요금의 누적은 리세트됩니다. ●일정액
정지 서비스는 신청하신 다음 날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심플 스타일ㆍ(iPad 전용) 프리페이드 플랜, 포토비전, 데이터 통신(A) 정액 USIM 카드로는 일정액 알림 서비스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기본 사용료/정액료/월액 사용료 등의 요금은 발신
정지 중에도 부과됩니다. ●발신 정지 중에 수신한 MMS는 메일박스에 축적되고 정지 해제 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발신 정지 중에 일정액 정지 서비스를 해지하면 발신 정지는 해제됩니다. ●일정액 정지 서비스의 통보를 수신 정지하면 일정액 알림
메일도 수신 정지됩니다. ●발신 정지 해제의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스팸메일 차단] [전화번호부 백업] ●스팸메일 대책의 자세한 사항과 전화번호부 백업 설정 방법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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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요금 플랜ㆍ할인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다음 서비스의 iPhone, 4G 스마트폰의 신규 접수 종료 시기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가입 중이신 분은 접수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플랜

4G
스마트폰

iPhone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
가입일부터 적용

3G
휴대전화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끼리라면 1~21시는 일본 국내 통화 무제한! 2년 계약으로 누구나 무조건 이 특전.
통화료

메일 통신료

상대방이 소프트뱅크 휴대전화, 디즈니 모바일 휴대전화인 경우
1시~21시

무료

21시~1시

20엔/30초

상대방이 소프트뱅크 휴대전화, 디즈니 모바일 휴대전화인 경우

TV 전화 통신료
64K 디지털 데이터 통신료

상대방이 타사의 휴대전화/이메일인 경우

SMS 송수신료

20엔/30초

송신료: 3엔/통

S! 메일(MMS) 송신ㆍ수신료

메일이나 웹, 패킷 정액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필요합니다.

무료

S! 메일(MMS) 송신ㆍ수신료

934엔/월

S! 베이식 팩 300엔/월

무료

SMS 송수신료

상기 이외의 경우(상대방이 타사 휴대전화/고정전화 등인 경우)
종일

[기본 사용료]

수신료:

3G: 0.2엔/패킷
4G LTE/4G: 0.075엔/패킷

36엔/30초(액세스 인터넷 포함)

무료

웹 통신료
패킷 통신 서비스※

3G: 0.2엔/패킷
4G LTE/4G: 0.075엔/패킷

●4G LTE/4G로 계약 변경하면 계약 변경 수수료 3,000엔이 무료!

[대상: 2012년 11월 1일 이후에 화이트 플랜에 가입하시고 소프트뱅크 3G 휴대전화에서 4G LTE/4G로 계약 변경하신 분(화이트 플랜에 가입하신 후 7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소프트뱅크 3G 휴대전화는 액세스 인터넷, 액세스 인터넷 플러스, 4G 스마트폰은 액세스 인터넷을 포함합니다. ●2년 계약(자동 갱신)이며 갱신월(계약 기간 만료의 다음 청구월) 이외의 해약 등에는 계약 해지료(9,500엔)가 부과됩니다. 또한, 휴대전화 구입
없이 신규 가입하신 후 다다음 청구월 말까지 해약하신 경우는 19,800엔이 됩니다(각종 캠페인 등의 경우는 제외). ●계약 기간은 적용이 시작된 날부터 다음 청구월 말까지를 1개월로 계산합니다. ●21시 및 1시를 사이에 두고 통화했을 때에는 시간대를 사이에 둔
과금 도수(30초간)는 무료가 됩니다. ●타인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전기통신역무 목적) 화이트 플랜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화이트 플랜 적용 후라도 당사가 전기통신역무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경우는 당사 지정 요금 플랜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일정 기간에 대해 일부 요금 플랜으로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 가입 전화와 공중 전화에서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로 걸었을 때의 통화료에 대해서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소프트뱅크망 로밍 중에 와이모바일 사용자에게 발신하면 「소프트뱅크 호출음」이 들립니다. 이 때에는 상대방이 타사 전화인 경우의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표준 플랜」(기본 사용료 1,867엔, 2년 계약 없음, 통화료와 통신료는 화이트 플랜과 동일)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구입 없이 신규 가입하신 경우는 별도로 규정된 전용 요금 플랜만 적용됩니다(각종 캠페인 등의 경우는 제외).

W 화이트

iPhone

4G
스마트폰

상대방이 소프트뱅크 휴대전화인 통화료는 물론
타사 휴대전화나 고정전화인 통화료도 반액으로.

3G
휴대전화

[정액료]

934엔/월

[신청] 필요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 가입일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할인 대상 외]◯ 애드콜ㆍ내비다이얼(0570으로 시작하는 번호) ◯텔레돔(0180으로 시작하는 번호) ◯검색 다이얼(
111) ◯미마모리 카메라로 TV 전화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를 해약하거나 W 화이트를 해지했을 때에는 신청하신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월 도중에 가입ㆍ해
약한 경우라도 정액료는 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시면 적용 개시를 「가입월」 및 「다
음 청구월」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플랜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트 가족 24

※

iPhone

4G
스마트폰

3G
휴대전화

가족과 하는 통화ㆍ메일은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요금 걱정 없이 가족과 통화ㆍ메일 가능.

무료

[정액료]

[신청] 필요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 가입일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화이트 가족 24」란 「가족할인(화이트 플랜)」의 통칭입니다. 또한, 「가족」이란 같은 「가족할인」(소프트뱅크의 「가족할
인」 및 디즈니 모바일의 「화이트 가족 24(D)」)에 가입한 가족을 말합니다. ●다른 요금 플랜 또는 디즈니 모바일 회선과도 가족
할인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 경우는 가입하신 요금 플랜에 따른 「가족할인」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가족할인 신청이나 회
선 추가는 신청하시는 계약자가 가족할인 그룹 내 모든 계약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전가족 할인」
「가족입니다」
「가족 할인팩」등에 가입 중인 고객은 계약 상황에 따라 별도로
소프트뱅크 점포에서「가족할인」으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무료 대상 외 서비스
(화이트 플랜, W 화이트, 화이트 가족 24 공통)

◯해외에서 이용(미국 무제한 사용 적용 시는 제외) ◯각종 특수 번호 서비스로 통화(1416/ 또는 ＃로 시작하는 번호) ◯소프트뱅크 위성전화로 통화, SMS 송신(상대방이 소프트뱅크 위성전화
인 경우는 국제전화, 국제메일(SMS)로 취급합니다.） ◯메일 용량이 300KB를 초과하는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 ◯국제메일 송수신 ◯iPhone 전용 메일 주소(○○○@i.softbank.jp)로 메일 송
수신 ◯포토비전으로 SMS 송신 ◯미마모리 카메라로 SMS 송수신, TV 전화

패킷 무제한 사용 플랫

얼마든지 사용해도 통신료가 4,200엔/월.
정액제로 3G 휴대전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신청] 필요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 가입일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3G
휴대전화

[정액료]

4,200엔/월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 중인 분이 기종 변경과 동시에 신청하시면 신청하신 청구월 월초로 거슬
러 올라가 적용합니다.
●PC 사이트 브라우저(PC 메일 포함), PC 사이트 다이렉트(X 시리즈 전용), 액세스 인터넷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정액료 상한
액이 5,700엔/월로 변경됩니다. ●월 도중에 가입ㆍ해약한 경우라도 정액료는 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SoftBank 3G 휴
대전화로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을 선택하신 분에 대해 가입월은 0.2엔/패킷의 통신료가 부과되므로 패킷 통신료가 고액
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가 지정하는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이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을 선택하신 경우에 가입월은
「패킷 무제한 사용 S」가 적용됩니다.

패킷 무제한 사용

3G
휴대전화

3G 휴대전화를 980엔/월부터 시작.
얼마든지 사용해도 상한액 4,200엔/월.

[정액료]

[신청] 필요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 가입일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정액료 372엔/월부터 시작할 수 있는 「패킷 무제한 사용 S」도 준비!]

980엔~
4,200엔/월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 중인 분이 신청하시면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됩니다(변경ㆍ해지도
동일).

※PC 사이트 브라우저(PC 메일 포함) 및 PC 사이트 다이렉트(X 시리즈 전용), 액세스 인터넷 플러스를 이용하시면 정액료
상한액이 바뀝니다(PC 사이트 브라우저(PC 메일 포함), 액세스 인터넷 플러스: 상한 5,700엔/월, PC 사이트 다이렉트(X
시리즈 전용): 상한 9,334엔/월)

[대상 요금 플랜]화이트 플랜, 표준 플랜(해외 패킷 무제한 사용의 자세한 내용은 K-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패킷 정액 서비스의 대상 통신]국내에서 이용하는 S! 메일(MMS), 웹, PC 사이트 브라우저(PC 메일 포함)ㆍPC 사이트 다이렉트(X 시리즈
전용), 액세스 인터넷 플러스 [패킷 정액 서비스와 병용 가능한 할인 서비스] ●화이트 플랜, 표준 플랜: W 화이트/화이트 가족 24/우선 할인/화이트콜 24

iPhone, 4G 스마트폰용 패킷 정액
서비스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Phone

SoftBank 스마트폰
iPad

플랫형 패킷 정액 서비스

2단계형 패킷 정액 서비스

5,700엔

2,000~6,200엔

5,700엔

5,200엔(4G LTE 정액 프로그램)

●K-16에 기재된 「디즈니 모바일」이란 「디즈니 모바일 온 소프트뱅크」를 말합니다. ●iPhone 6, iPhone 6 Plus, iPhone 5s, iPhone 5c, iPhone 5, 4G 스마트폰을 총칭하여 「4G LTE/4G」라고 합니다.
●기재된 통화료 및 통신료는 국제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의 요금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K-18, K-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16

2,000~6,200엔
ー

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구입자용 할인 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매월 할인

iPhone

4G
스마트폰

iPad

3G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통신

태블릿

[신청] 필요
［대상 요금 플랜］스마트폰 무제한 사용(데이터 정액팩), 화이트 플랜,
표준 플랜, 골드 플랜, 오렌지 플랜(심플 오렌지는 제외), 블루 플랜(블루
플랜ㆍ밸류, 타입X 2년, 타입X는 제외), 모바일 데이터 통신용 요금 플랜

★신 슈퍼보너스로 대상 기종

휴대전화 를 구입하면 통화료ㆍ통신료 등이 24개월간 할인.
★

■ 휴대전화기 지불 대금을 24회 할부로 한 경우의 이미지
1개월째(구입월)

휴대전화 구입 대금은 일시불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2개월째~25개월째
매월 할인으로 할인

기본 플랜, 데이터 정액팩 등

기본 플랜, 데이터 정액팩 등

26개월째~

기본 플랜, 데이터 정액팩 등

휴대전화기 할부금※1

■ 매월 할인의 지불 이미지: 4G 스마트폰을 구입하신 분의 예(휴대전화기 할부금: 2,880엔)
(다음은 이미지이므로 할부금이나 매월 할인액, 요금 플랜, 이용 금액은 사용자에 따라 다릅니다)

데이터 정액팩ㆍ표준 (5GB) 에 가입하신 경우
휴대전화기

매월 할인으로

S! 베이식 팩

2,880엔 할인

300 엔

[324 엔(세금 포함) ]

0엔

※2

(매월할인적용전의세금이포함된총액에서할인)

데이터 정액팩ㆍ표준

매월 할인 대상인 서비스는 다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할인 할인 대상※3

5,000엔
[5,400엔 (세금 포함) ]

할인 후 이용 금액

기본 플랜

5,334 엔

2,700 엔
[2,916엔 (세금 포함) ]

[5,760엔 (세금 포함) ]

휴대전화기 할부금

매월 할인 할인 대상 외

휴대전화기 할부금

2,880 엔(세금 포함)
매월 할인
적용 전

실질
부담

2,880 엔(세금 포함)

11,520엔(세금 포함)

매월 할인
적용 후

▪ 기본 플랜
▪ 데이터 정액팩
▪ 옵션 서비스

등

▪ 구입 시의 단말기 대금 할부금
등
▪ 채러티 화이트

8,640엔(세금 포함)

●단말기 구입시 계약 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정액팩에 가입했을 때의 금액입니다. 매월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데이터 정액팩을 변경 또는 해지하시면 매월 할인이 감액되거나 할인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또 매
월 할인의 증액은 없습니다. ●유니버설 서비스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1 24회 할부 도중에 휴대전화를 해약했을 때에는 남은 할부금은 이어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2 매월 할인 금액은 신규 계약ㆍ기종 변경 시에 신청하신 기종이나 플랜, App Pass의 가입 상황에 따라 변동합니다.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을 선택하고 데이터 정액
팩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공유의 자회선이 없는 경우나 일부 플랜에서 매월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매월 할인 대상인 기본 플랜은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모바일 데이터 통신용 요금 플랜의 기본 사용료로 한정됩니다.
[신 슈퍼보너스] ●신 슈퍼보너스는 매월 할인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됩니다. 또한, 기종을 변경할 때 신 슈퍼보너스용 판매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하셨을 때에는 신 슈퍼보너스가 해지됩니다. ●현재 이용 중이신 기종의 이용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신 슈퍼보너스용 판매가격으로 기종 변경/계약 변경은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매월 할인은 구입 시의 단말기 대금(세금 포함)에서 할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월 할인 적용 기간 중에 휴대전화를 기종 변경/해약하신 경우나 신청 플랜을
변경하신 경우에는 매월 할인의 적용이 신청하신 전달로 종료 또는 감액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매월 할인의 증액은 없습니다. ●할부대금은 구입시의 단말기 대금(세금 포함)을 분할하여 매달 지불하셔야 합니다. ●매월 할인은 단말기 구입시 계약한
할부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한으로 할인액을 매달 할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율이 변동해도 할부대금 및 매월 할인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필요한 사람에게 유익한 할인 서비스

우선 할인

<대상 고객>

○신체장애자수첩 ○요육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특정질환의료수급자증
○특정질환등록자증 중에서 한 가지를 교부 받으신 분이 대상입니다.

■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의 기본 플랜을 1,836엔/월 할인※1

■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의 신규 계약ㆍ기종 변경ㆍ계약 변경ㆍ양도 시의 수수료가 무료
■ 각종 옵션 서비스의 월액 사용료를 60% 할인※2

●기재된 통화료 및 통신료는 국제서비스를 이용하실 때의 요금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K-18, K-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17

[신청] 필요
[소프트뱅크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 가입일부터 적용
[소프트뱅크를 이미 이용하고 계시는 분] 다음 청구월부터 적용

※1 기재된 금액을 통신요금의 세금이 포함된 총액에서 할인합니다. 기본 플랜 대상은 「통화 무제한 플랜」「통화
무제한 플랜(3G 휴대전화)」「태블릿 플랜」이며 또한, 전용 2년 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입니다. ※2 대상
옵션 서비스는 S! 베이식 팩/음성사서함 플러스/통화대기 서비스/위치안내/전화번호부 백업입니다. ●화이트 플랜ㆍ블루
플랜ㆍ오렌지 플랜에서도 우선 할인을 이용하실 수 있지만 할인 내용은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점포의 별도 책자 또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국제서비스

한국어

PRICE PLAN

평상시 사용하고 계신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사용(세계 대응 휴대전화)

[월액 사용료] 무료

[세계 대응 휴대전화에 가입] 필요

■ 대응 지역

일본인의 방문국 99% 이상※1※2을 커버! 평상시 사용 중인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를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독일

영국

캐나다

Russia

Germany

Canada

United
Kingdom

카자흐스탄
Kazakhstan

프랑스

스페인

France

이탈리아
Italy

미국

중국

Spain

U. S. A

한국

China

이집트

South Korea

인도

Egypt

India

사우디
아라비아

싱가포르

Singapore

Mexico

Hawaii

필리핀

태국

Philippines

Thailand

Saudi Arabia

멕시코

하와이

브라질

인도네시아

Brazil

Indonesia

기내 휴대전화

호주

Australia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뉴질랜드

선내 휴대전화

New Zealand

이용 가능한 국가와 지역을 나타낸 이미지도이며 서비스 지역과는 다릅니다.

※1 세계 대응 휴대전화(GSM과 3G의 양쪽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경우. ※2 일본 정부관광국(독립행정법인 국제관광진흥기구) 2007년 데이터에서 산출.
●세계 대응 휴대전화(3G 지역 전용)는 미국ㆍ캐나다 등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TV 전화와 3G 지역 전용 기종의 대응 국가/지역 등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en/mobil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영어만 대응).

통화ㆍ메일(SMS) + 메일(S! 메일[MMS])ㆍ웹(해외 패킷 무제한 사용)

세계 대응 휴대전화
대응 지역/서비스에 대해

통화ㆍ메일(SMS) + 메일(S! 메일[MMS])ㆍ웹
통화ㆍ메일(SMS)

●세계 대응 휴대전화 서비스 비대응 기종일 때에는 USIM 카드를 세계 대응 휴대전화 대응 기종에 바꿔 끼우면 해외에서도 일본 국내에서 이용하는 전화번호와 메일 주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iPhone은 제외). 세계 대응 휴대전화 기종은 소프트뱅크 홈페
이지(www.softbank.jp/en/mobil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영어만 대응). ●심플 스타일 고객님은 해외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LTE 국제 로밍 대응 지역<2014년 10월 31일 현재>

해외에서도 초고속 네트워크 「4G LTE」를 이용 가능하게!

대응 지역 순차

■ 남북 아메리카 ………미국/하와이/캐나다/알래스카/푸에르토리코/버진 제도
■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 아시아 ………………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필리핀
■ 유럽 …………………프랑스/이탈리아/바티칸/스위스/벨기에/영국/스페인/네덜란드
■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 아프리카 ………………카나리아 제도/스페인령 북아프리카

방문국에서도 국내와 같은 쾌적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초고속 통신 4G LTE를 세계 각국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확대중!

●대응 기종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일본어만 대응).

해외 패킷 무제한 사용

iPhone

4G
스마트폰

iPad

전 세계에서 S! 메일(MMS)도 웹도 즐길 수 있다
＜웹 통신(3G)을 이용하시는 경우＞

3G
휴대전화

신청은 불요, 해외에서 정액 사업자에게 연결하면 끝.

태블릿

[S! 베이식 팩 가입]필요

정액료 상한 2,980엔/일

(정액료)

개 국가 및
지역에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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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0엔/일
1,980엔/일

※1 SoftBank 3G 휴대전화로 웹 통신(3G)을 이용하시는 경우:
최대 386KB. LTE 대응 기종으로 웹 통신(LTE)을 이용하시는
경우: 495KB. ※2 SoftBank 3G 휴대전화로 웹 통신(3G)을
이용하시는 경우: 최대 10MB. LTE 대응 기종으로 웹 통신(LTE)을
이용하시는 경우: 12.5MB.

1,980엔/일
25MB※2

990KB※1

■ 요금

방문국의 현지 시간이 아닌 일본 시간(0:00~23:59)의 하루를 기준으로 과금됩니다.

이용 바이트수(최대)

적용 전

iPhone, iPad, 4G 스마트폰, 3G 스마트폰

25MB까지

25MB 이상

■ 방문국에서의 통화료ㆍ통신료 기준※1(일례)
한국에서 일본으로 건 경우

한국

일본

발신자 125엔/분

착신자 무료

해외 패킷 무제한 사용

(이용 데이터양)

적용 후

0엔～51,199엔

0円~1,980엔/일

51,200엔～

2,980엔/일

■ 정액 대상 서비스

해외에서 이용한 S! 메일(MMS), 이메일(i), 웹, 테더
링 등의 모든 패킷 통신

●SMS, TV 전화, 데이터 카드를 사용한 통신 및 컴퓨터 등에 USB로 휴대전화
를 연결하는 모바일 데이터 통신(액세스 인터넷)은 제외.

■ 방문국에서의 메일ㆍ웹 통신료

○ SMS 통신료

○ S! 메일(MMS) 송신ㆍ수신료/웹 통신료

송신료

100엔/통(일률)

수신료

무료

iPhone, iPad
SoftBank 스마트폰(웹)

SoftBank 3G 휴대전화
[S! 메일(MMS)ㆍ웹]/
iPhone, SoftBank 스마트폰
[S! 메일(MMS)]

2엔/1KB※2
10KB까지

100엔

초과분

5엔/1KB

※1 세계 대응 휴대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는 국가 및 지역의 가장 저렴한 요금을 게재했습니다. ※2 LTE 이용분은 4엔/1KB입니다. ●상기 S! 메일(MMS) 송신ㆍ수신료/웹 통신료는 미국/하와이/중국 등인 경우입니다. ●PC 사이트 브라우저(PC 메일 포함)를 포
함합니다.
K-18

이용 가능하신 국가 및 지역은 2014년 10월 31일 현재의 정보입니다.

국제서비스ㆍ미국 무제한 사용 서비스 이용료는 과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제서비스
NEW

한국어

PRICE PLAN

미국 무제한 사용

대응 기종: iPhone 6, iPhone 6 Plus, iPad Air 2

［서비스 이용료］980엔/월 ➡ 지금이라면 무료!

미국, 하와이에서 통화ㆍSMSㆍ데이터 통신을 일본 국내와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 가능!※1

［신청］서비스 시작 기념 캠페인 기간 중은 불요★

［이용 가능 지역］미국 본토,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버진 제도
(미국령)※2

iPhone 6, iPhone 6 Plus라면

스프린트 네트워크부터 미국 국내나 일본으로 통화ㆍ메일이 무료※1
방문국에서의
통화료ㆍ통신료

미국

통화ㆍ
메일

통화ㆍ
메일

무료

일본

무료

※1

소프트뱅크�또는�기타�일본�캐리어의
휴대전화/고정전화를�이용하신�분

※1

【기타�국가】

미국�체제�중에�소프트뱅크�또는
기타�캐리어의�휴대전화/미국의
휴대전화ㆍ고정전화를�이용하신�분

스프린트�네트워크 로

통화ㆍ
메일

대응�기종을�이용하신�분
(착신ㆍ무료) ※1

유료

※3

일본과�미국을�제외한�국가ㆍ지역의�휴대전화/
고정전화를�이용하신�분

★ 일반적으로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데이터 정액팩ㆍ표준(5GB) 이상에 가입하신 분 이외에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캠페인 종료 시기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1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 「데이터 정액팩」
등 지정 플랜 이용시. 또한, 스프린트 네트워크 이외의 이용은 세계 대응 휴대전화의 통화료/통신료가 부과됩니다. 「Sprint」에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이용해 주십시오. ※2 알래스카주ㆍ몬타나주ㆍ괌ㆍ사이판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3 자세한 통화료ㆍ통신료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프린트에는 ［캐리어]가 [자동]인 경우에만 접속됩니다. 네트워크 상황 등에 따라 스프린트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등에 의해
자동적으로 통신이 실행돼 의도하지 않은 통신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지 않으실 때에는 [모바일 데이터 통신]을 오프로 해 놓으십시오. ●일본에서 미국으로 한 국제전화나 국제 SMS, 국제메일, 기타 국가로 한 전화,
TV 전화, 데이터 카드에 의한 통신 및 컴퓨터 등에 휴대전화를 USB로 접속한 모바일 데이터 통신(액세스 인터넷)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패킷 정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신 경우는 0.075엔/패킷이 과금됩니다. ●기재된 정보는 2014년 10월
현재의 정보입니다. 캠페인 종료 시기는 결정되는 대로 소프트뱅크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캠페인 내용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국에서의 통화료ㆍ통신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통화료 및 통신료가 발생합니다. ◯해외에서 착신ㆍ응답(착신요금 필요) ◯iPhone에서 SMS 송신(70문자를 초과한 경우 134문자까지는 2통분, 그 이후는 67문자마다 1통분의 통신료가 부과) ○자세한 사항은 「해외 이용
가이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대용량 파일 첨부 기능」의 이용과 「동영상」 「착신음 풀®」 등의 콘텐츠를 다운로드하면 통신료가 고액이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연결되지 않았을 때도 해외 통신사업자의 사정
등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웹을 이용하면 해외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다운로드나 스트리밍 재생이 정상으로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S! 메일(MMS)을 자동으로 「전문 수신」하도록 초기
설정된 제품이 있습니다. 통신료가 고액이 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메일만 계속 수신하는 「수동수신」으로 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iPhone의 MMS는 자동으로 전문 수신됩니다. 통신료가 고액이 될 수 있으므로 「MMS 메시지」 설정을 변경(켬/
끔)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휴대전화 이용시 주의사항

출발 전에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의 통화료ㆍ통신료에 대해]해외에서 사용하는 통화료ㆍ통신료는 고객이 가입하고 계신 요금 플랜 및 무료 통신ㆍ각종 정액(패킷 무제한 사용 등의 정액 서비스 포함)ㆍ할인 서비스(매월 할인은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미국 무제한 사용 적용 시는
제외). ●특정 국가ㆍ지역의 해외 통신 사업자를 이용하면 해외 이용분(S! 메일(MMS), 웹)은 해외 패킷 무제한 사용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패킷 통신료가 고액이 되어 당사가 규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다음 날 이후에 그 내용을 메일로 안내해 드립니
다(SMS 비대응 기종은 제외).
[해외에서 휴대전화ㆍUSIM 카드를 도난ㆍ분실한 경우] 해외에서 휴대전화나 USIM 카드를 도난ㆍ분실했을 때는 통화정지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신속히 소프트뱅크 국제콜센터[해외에서: +81-92-687-0025(유료ㆍ소프트뱅크 휴대전화에서는 무료) 24시간 접
수/PUK 코드에 대해서는 9:00~20:00(일본 시간)]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ㆍ영어만 대응(중국어ㆍ한국어ㆍ포르투갈어ㆍ스페인어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USIM 카드는 다른 휴대전화에 끼워도 이용 가능하므로 USIM 카드를 끼운 휴대전화를 도난ㆍ분실
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타입(국내 전용/세계 대응 휴대전화)에 관계없이 반드시 긴급 정지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에 의한 USIM 카드의 부정 이용를 방지하기 위해] USIM 카드를 도난ㆍ분실했을 때 제3자에 의한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USIM 카드에는 PIN 코드라는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PIN 코드를 이용하시길
권장합니다. PIN 코드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걸고 보내기(국제전화ㆍ국제메일)

■ 국제전화 통화료
일본

일본에서 미국의 휴대전화ㆍ고정전화로 건 경우

미국 본토

일본

발신자 39엔/30초

○ 국제메일※(SMS/S! 메일) 송신료 ●일본 국내에서 보낸 경우의 송신료입니다.
국제 SMS
(최대 140B）

100엔/통

～1.5KB

～10KB

103엔

108엔

[월액 사용료] 무료
[신청]불요

일본에서 미국 체제 중인 일본 캐리어의 휴대전화로 건 경우

미국

발신자 일본 국내 통화와 동일 요금

국제 S! 메일(최대 300KB）
～30KB

～100KB

～300KB

135엔

300엔

400엔

일본에서 미국의 휴대전화ㆍ고정전화로 한
발신은「미국 무제한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해외통신사업자 계약의 휴대전화와 송수신할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신에는 일본 국내와 같은 통신료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국제 S! 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S! 메일(MMS)/웹 통신료가 일률적으로 100엔이 부과됩니다. ●송신자의 휴대전화 사업자 또는 기종에
따라 송신 가능한 용량이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국제 SMSㆍ국제 S! 메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라도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 S! 메일을 Wi-Fi 환경에서 이용하시면 일본 국내 송신료가 부과됩니다.
●소프트뱅크 국제전화와 국제메일을 이용하실 때는 이용 금액을 알려드리는 「일정액 알림 메일」 설정 또는 이용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했을 경우에 발신을 정지하는 「일정액 정지 서비스」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
(www.softbank.jp/en/mobile/)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영어만 대응).

소프트뱅크 국제전화 및 국제메일은 고객이 가입하고 계신 요금 플랜 및 무료 통신ㆍ각종 정액(패킷 무제한 사용 등의 정액 서비스 포함)ㆍ할인 서비스(매월 할인ㆍ블루 플랜의 「지정할인」은 제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제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en/mobile/global_services/)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영어만 대응).

K-19

이용 가능하신 국가 및 지역은 2014년 10월 31일 현재의 정보입니다.

국제서비스ㆍ미국 무제한 사용 서비스 이용료는 과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포인트 서비스

T 포인트

한국어

INFORMATION

휴대전화 최초!※1

매달의 소프트뱅크 휴대전화 기본 사용료, 통신료, 통화료 등의 이용 요금에 따라 T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시면
T 포인트가

또한 스마트폰 무제한 사용에 가입하시고 오랜 기간 이용하신 분은 매달의 이용 요금에 따라 적립되는 T 포인트가 최대 5배로!

소프트뱅크에서 T 포인트를 적립하여 경제적으로 사용하자!

T 포인트 적립

소프트뱅크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시면

적립

사용 가능!

T 포인트의 사용
적립되는 T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전국의 소프트뱅크 취급점이나
T 포인트 제휴처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의 이용 요금에 따라 T 포인트가 적립된다.

휴대전화의
이용 요금 지불에도
사용할 수 있다!

(1,000엔당 5포인트)

일본 전국의
T 포인트 제휴처※2에서
사용할 수 있다!

휴대전화 구입ㆍ기종
변경에도 사용할 수
있다!※3

물론 전국의

T 포인트 제휴처에
서도 적립된다！※2

NEW

적립된 포인트는 My SoftBank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 소프트뱅크 셀렉션 액세서리를 구입하실 때도 포인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일본어만 대응)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라면 T 포인트가 적립된다!

매달 포인트가 적립되면 실질적으로 포인트 유효 기한이 없다!※4

※1 2015년 4월말 현재. 당사 조사. ※2 T 포인트 제휴처에서 이용하시려면 휴대전화 번호에 T 카드 번호를 등록(연계)하셔야 합니다. 수속하지 않으면 소프트뱅크만으로 이용이 한정됩니다. ※3 소프트뱅크 포인트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T 포인트의
유효 기한은 포인트 수가 변동된 날부터 1년간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소프트뱅크 포인트는 T 포인트로 교환, T 포인트 제휴처에서 이용, 휴대전화 이용 요금의 지불 및 매장에서 소프트뱅크 셀렉션 액세서리를 구입하실 때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본
사용료ㆍ통화료ㆍ통신료 등 각종 할인 서비스 적용 후의 이용 요금이 포인트 부여 대상이 됩니다. ▪1,000엔 미만 금액은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1회선(전화번호)마다 부여됩니다. ▪계약 사무 수수료ㆍ기종 변경 수수료 등의 사무 수수료,
104 번호 안내 전화요금, 콘텐츠 정보료, S! 일괄 지불 이용료, 소프트뱅크 일괄 지불 이용료, 소프트뱅크 휴대전화 지불, 휴대전화기의 분할 지불금/할부금, 소비세, 유니버설 서비스료 등은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포인트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금 플랜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선을 타인에게 양도ㆍ승계한 경우 소프트뱅크 포인트는 양수자/승계자에게 인계되지만 T 포인트는 인계되지 않습니다. ▪회선을 해약하면 소프트뱅크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 문자 메시지의 전송 또는 당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한 방법으로 변경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당사는 포인트 부여 대상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서비스 및 T 포인트 대응 서비스 제공 조건서에 대해서는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mobile/point/)(일본어만 대응)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뱅크 카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1 T 포인트가 최대 3배 적립된다.※2

소프트뱅크 카드는 프리페이드(선불식) 카드입니다. 또 T 카드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 국내 및 해외 합해서 3800만
Visa 가맹점에서 쇼핑 가능※1
■ 매달 지불로 간단히 적립
지금까지의 지불

소프트뱅크 카드※1로

지불하시면

통신료
8,000엔인 경우

통신료
8,000엔인 경우

100엔(세금 포함)마다 1포인트※2
T 포인트가 점점 적립

통신료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

통신료에 따라 포인트가 적립
소프트뱅크 카드로
지불하셔도 적립

1,000엔→5포인트

1,000엔→5포인트
100엔→1포인트

입회비ㆍ연회비 무료!

40포인트

40포인트

40포인트
3배※1

120포인트

80포인트

※1 일본 국내 및 해외 합해서 3800만 Visa 가맹점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없는 일부 매장 및 서비스가 있습니다. ※2 소프트뱅크 카드(자동 충전 계약)로 소프트뱅크 휴대전화의 통화료를 지불하신 경우입니다. 소프트뱅크 카드로 지불하신 경우
이용 요금에는 단말기 대금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3배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카드는 12세 이상인 분(소프트뱅크 휴대전화를 이용하시는 분)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분은 친권자 분과 상의하신 후 신청해 주십시오. ▪사전 충전할 필요
없는 옵션 서비스
「자동 충전」
은 만 18세 이상(고등학생은 제외)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려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심사 내용에 따라서는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소프트뱅크 카드
전용 팸플릿에서 확인하시거나 소프트뱅크 점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20

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용에 대해

한국어

INFORMATION

휴대전화 부정계약 방지를 위한 대책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1 경찰기관과 협력해 본인 확인을 강화했습니다.

대책

①본인 확인 서류 원본에 의한 심사… 계약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②경찰기관 등에 정보제공… … … … 본인 확인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해 계약 접수시 제시한 운전면허증 등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정보를 경찰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자 본인 확인 서류를 위조ㆍ변경하거나 이들 서류를 휴대전화 신청에 사용할 경우나 타인 명의로 허락 없이 신청했을 때에는 문서위조죄(형법 제155조)나 사기죄(형법 제246조)에 저촉됩니다. ●휴대전화
신청 때 본인의 인적 사항(이름ㆍ주소ㆍ생년월일)을 허위 신고하거나 자기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에 저촉됩니다.

대책

2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 3G 통신 서비스/4G LTE/4G 통신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조 서류 등을 이용해 부정 계약한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가「후리코메사기(보이스피싱)」등의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항목에 해
당하는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를 사용한 3G 통신 서비스/4G LTE/4G 통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절도(도난)나 사기 등의 범죄 행위,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 위반, 문서위조 등)에 의해 부정하게 취득한 경우
정규취급점 이외의 점포에서 구입한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는 부정하게 취득된 경우가 있으며 이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서 네트워크 이용제한 휴대전화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만 대응)
[네트워크 이용이 제한된 휴대전화기 확인]
액세스

2. 신청서의 기입 내용(이름ㆍ주소ㆍ생년월일 등)에 허위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3. 계약 신청서에 기입된 연락처로 당사가 발송한 청구서 등의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
4. 대금 채무(대체 지불로 인한 할부금 채무 포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이용에 대해

소프트뱅크 모바일 주식회사ㆍ
경찰청ㆍ도도부현 경찰

www.softbank.jp/mobile/support/3g/restriction/
SoftBank 3G 휴대전화에서>
http://mg.mb.softbank.jp/support/confirm.html

휴대전화는 매너를 지켜서 쾌적하게

전원을 껐을 때는 음성사서함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차량 운전 중에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병원, 연구소 등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의료기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 주십시오. ●혼잡한 장소에서는 전원을 끄도록 유의하십시오.
●전철 내에서는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신칸센 내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로 이동해 사용하여 주십시오. ●레스토랑 등 조용한 장소에서는 목소리 크기에 주의합시다.

심장 페이스메이커 등을 사용하시는 분

내장형 심장 페이스메이커나 제세동기(除細動器)를 장착하고 있을 때에는 페이스메이커 등의 장착 부위에서 22cm 이상 멀리하고 휴대ㆍ사용해 주십시오. 자동 전원 ON/OFF 기능이 탑재된 기종은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PHS 사업자 간의 고객 정보 교환에 대해

계약 해지 후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분, 스팸메일 등 송신 행위에 의해 이용 정지 조치를 받은 분, 경찰 요망에 준거한 본인 확인에 응하지 못해 이용 정지 조치를 받은 분의 정보를 휴대전화, PHS 사업자 간 교환합니다. 그 정보는 계약 신청 접수 때 가입 심사
에 활용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규정

소프트뱅크 모바일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제 57호)」을 근거로 당사가 수집해서 이용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이용 및 취급에 관한 지침(이하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
함)을 정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존중하며 아울러 고객 정보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적절하게 취급할 것을 선언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휴대전화(일본어만 대응)나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mobile.co.jp/en/privac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영어만 대응).

주의! 사용시에는 사용설명서를 숙지한 다음 올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시 주의 사항 ●물, 땀, 습기, 수증기, 먼지, 기름연기 등이 많은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설치하지 마십시오. 고장, 화재, 감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물에 젖어 고장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ㆍ 주머니에 넣어

땀에 젖은 경우.ㆍ 젖은 손으로 조작한 경우.ㆍ 빗속에서 조작한 경우.ㆍ 습한 물건과 함께 가방에 넣은 경우.ㆍ 젖은 테이블 위에 놓은 경우.ㆍ 젖을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레저ㆍ입욕 등). ㆍ화장실에 떨어뜨린 경우.ㆍ 물이 고인 곳이나 강 등에
빠트린 경우.ㆍ 세탁기에 넣은 경우.ㆍ 목욕탕에 빠트린 경우.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는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 내에 있더라도 전파가 잡히지 않는 곳(터널, 지하, 산간부 등)에서는 착발신이 안됩니다. 또 실내ㆍ건물 그늘ㆍ와지ㆍ가방 속 등 전파
상황이 안 좋은 곳에서는 착발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중에 이런 장소로 이동하면 도중에 통화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는 디지털 방식 특성상 전파가 극한까지 약해지더라도 일정 레벨의 높은
통화 품질이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통화중에 전파가 극한의 정도를 넘어버리면 갑자기 통화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는 높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전파를 이용하는 관계로 도청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유의하여 사용해 주십시오. ●보청기와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를 동시에 사용하면 잡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를 TV, 라디오, 전화기 가까운 곳이나 카 오디오 가까이에서 사용하면 영향(잡음)을
끼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고객님의 사정으로 해약하신 경우는 계약 사무 수수료와 구입 대금 등을 환불하지 않습니다. ●상품의 고장이나 오작동, 전지가 다 떨어지는 등 외부 요인으로 통화 등의 이용 기회를 놓침으로써 발생한 손해 등의 부수적인
보상에 대해서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자신이 소프트뱅크 휴대전화, USIM 카드에 등록된 정보 내용은 따로 메모해 놓는 등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정보 내용이 소실되더라도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기 취급에 대해> ●휴대전화기와 전지 팩을 가방 속 등에 넣어 휴대할 때 열쇠, 라이터, 목걸이 등 귀금속과 함께 넣어 배터리 단자에 접촉해 합선되면 배터리가 고장나거나 귀금속이 뜨거워질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휴대할 때는 전용 케이스에 넣거나 귀금속류와 함께 넣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 주십시오. ●분해하거나 개조하지 마십시오. 발열ㆍ발화ㆍ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전용 전지 팩과 충전기 등 옵션 상품을 사용해 주십시오. 지정 옵션 이외의
상품을 사용하면 발열ㆍ발화나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고장났을 때에는 사용을 중단하고 바로 수리를 맡겨 주십시오. ●휴대전화기 사용 중이나 충전 중에 연기가 나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의 분실ㆍ고장 접수처로 연락하십시오.
(INDEX)

계약 변경 및 기종 변경 시 수수료에 대해

계약 변경(3G와 4G LTE/4G와의 변경) 및 기종 변경(동일 세대 내의 변경)을 하는 경우는 하기의 비용이 필요합니다(이용 요금에 합산해서 청구합니다).
■ 계약 변경 수수료: 3,000엔 ■ 기종 변경 수수료: 2,000엔

「유니버설 서비스료」에 대해

유니버설 서비스 제도가 개시됨에 따라 소프트뱅크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계시는 고객에게 「유니버설 서비스료」의 부담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서비스제도란 NTT 동일본과 NTT 서일본이 제공하고 있는 유니버설 서비스(가입전화, 공중전화, 긴급통보 등의 국민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전화서비스)를 전국 모든 가구에서 공평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필
요한 비용을 모든 전화회사가 나누어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화회사가 부담하는 전화번호 1개당 부담액(번호단가)은 유니버설 서비스 지원기관인 사단법인 전기통신사업자협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버설 서비스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전기통신사업자협회 홈페이지(www.tca.or.jp) 또는 음성ㆍFAX 안내(03-3539-4830: 24시간 접수, 전화번호는 틀리지 않도록 정확히 눌러 주십시오.)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만 대응)
※매달의 요금과 함께 유니버설 서비스료 2엔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심플 스타일을 이용하시는 분은 한 번 재충전할 때마다 7엔(세금 포함)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번호이동 서비스(MNP) 접수중
1단계
2단계

타사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면 전화번호 변경 없이 소프트뱅크로 갈아타자.

현재 계약 중인 휴대전화 회사에 번호이동 서비스(MNP)를 신청한다.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회사의 번호이동 서비스(MNP) 예약 창구에서 「MNP 예약번호」를 받아 주십시오.

「MNP 예약번호」를 갖고 소프트뱅크 숍, 소프트뱅크 취급점, 소프트뱅크 온라인 숍으로.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K-22의 「신청시 준비물」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이동 서비스(MNP)에
관한 문의는 여기

번호이동 서비스(MNP) 문의 창구(접수 시간 9:00~20:00/일본어만 대응)

■소프트뱅크 휴대전화에서……

5533

■일반전화에서 ……

0800-100-5533（무료）

●전화번호가 틀리지 않게 걸어 주십시오.

<번호이동 서비스(MNP) 이용시 주의할 점>●현재 계약 중인 이동통신사가 발행한 메일 주소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계약 중인 이동통신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요금 플랜ㆍ할인 서비스 등)는 해약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콘텐츠 프
로바이더가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와 전자 머니 등은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계약 등의 할인 서비스를 계약한 경우에는 해약과 함께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에는 변경한 이동통신사가 발매한 휴대폰이 필요합
니다. ●고객의 계약상태 등에 따라서는 전화나 휴대폰 Web을 통해 예약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번호이동 서비스(MNP) 예약 조건은 각 회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MNP 전출에는 MNP 전출 수수료 2,000엔이 필요합니다[휴대전화를 구입
하지 않은 계약, 심플 스타일, 스마트 일괄 계약, 미마모리 휴대전화 계약으로 신규 가입하신 경우는 계약 후 다다음 청구월 말(심플 스타일은 계약 후 다다음 월말)까지 MNP 전출에 대해서는 5,000엔].

2014년 10월부터 휴대전화와 PHS 간의 번호이동 서비스(MNP)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21

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에 대해

한국어

INFORMATION

신청에 대해

◎신청시 준비물

[2006년 4월 1일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신규 가입시에는 하기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계약 사무 수수료 (신규 가입)
※

●2006 년 4 월 1 일부터 본격 시행된「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 ※ 」에 따라 휴대전화 사업자는 신규 계약 및 양도
승계 수속시 본인 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신규 계약 및 양도 승계 수속시에는 하기의 본인 확인 서류 원본을
준비해 주십시오 . ●하기의 본인 확인 서류 원본으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양도 승계 수속을 할 때는 당사 ( 가입하신
휴대음성통신사업자 ) 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가입하신 휴대음성통신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양도 승계 수속은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벌칙이 적용됩니다 .
※「휴대음성통신사업자에 의한 계약자 등의 본인 확인 및 휴대음성통신업무의 부정한 이용 방지에 관한 법률」

휴대전화 표준 세트 구입 대금

3,000엔

※이용 요금에 합산해서 청구합니다.

■ 신규 가입시에는 매달 이용 요금의 지불 방법에 따라 다음 중에서 한 가지를 준비해 주십시오.

계좌 이체하실 분(예금계좌 이체, 유초은행 지불)

신용카드를 이용하시는 분

［준비물 등］ 계약자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 또는 예금통장ㆍ통장용 도장

[이용 가능한 신용카드]

MasterCard

VISA

JCB

Diners Club

현금카드

현금 카드만으로 바로 그 날 계좌
이체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

CASH CARD

또는

00000-XXXX-0000-XXXX

예금통장+통장용 도장

계좌이체 수속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or

※일부 점포,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현금카드만으로는 계좌이체 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카드만으로 수속할 때에는 현금카
드 명의 본인이 직접 오셔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법인 계좌는 현금카드만으로 수속하실 수 없습니다. 현금카드만으로 수속하실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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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중에서 한 가지 마크가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는
신용카드 명의인 본인이 직접 오셔야 합니다.

■ 다음 중에서 한 가지의 계약자 확인 서류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반드시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복사본을 가져오시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A

개인

오른쪽에 기재된 서류 중에서 한 가지

B

재류 카드(구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 여권

①

건강보험증

외국 국적인 분(영주자는 제외)이 할부계약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A 「재류 카드(구 외국인등록증명서)＋외국 여권」를 제시하셔
야 합니다.

유효 기간 내의 것으로 당사 신청 접수일부터 90일 이상 재류기한이 남아 있는 것. 얼굴사진ㆍ주소ㆍ이름ㆍ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 주소ㆍ이름ㆍ생
년월일과 일치하는 것. 재류자격이 「단기체재」 「자격없음」인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재류기한까지의 기간이 할부계약 기간보다 짧은 경우는 할부
구입계약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계약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신청 주소와 다르거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하기의 ①이나 ② 또는
③ 중에서 한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이름이 재류 카드(구 외국인등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는 것). 외국 여권은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

또는

②

공공요금 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증은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신청 주소ㆍ이름ㆍ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
주민표기재사항증명서/공공요금 영수증(전기ㆍ도시가스ㆍ수도)/관공서 발행 인쇄물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것으로 인쇄된 것. 신청 주소ㆍ이름이 일치하는 것.
관공서 발행 인쇄물은 발행한 관공서명이 인쇄되어 있고 신청 주소ㆍ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것. ●심플 스타일은 제외.

③

관공서 발행 인쇄물

C

운전면허증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발행한 것으로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 신청 주소ㆍ이름ㆍ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 (국제면허는 제외)
또한, 기재된 주소가 신청 주소와 다른 경우는 ①이나 ② 또는 ③ 중에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는 것)

D

일본국 여권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신청 주소ㆍ이름ㆍ생년월일이 일치하는 것.
또한, 기재된 주소가 신청 주소와 다른 경우는 ①이나 ② 또는 ③ 중에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일본국 여권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는 것)

E

신체장애자 수첩 또는 요육수첩 또는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

미성년자

A B C D E

F

중에서 한 가지의 본인

가족용 할인 서비스

법인

오른쪽에 기재된 서류
중에서 한 가지

H
I
J

확인 서류

당사 소정의 친권자 동의서

친권자 본인 확인 서류(

A B C D E

중에서 한 가지. 단 ①, ②, ③은 불요)

친권자 동의서는 반드시 친권자가 직접 기입하고 날인하셔야 합니다.
●12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신청할 때는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동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12세~16세 미만자가 할부구입계약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계약을 신청할 때에는
친권자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표 계약자 본인의 확인 서류

G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는 것 또는 유효 기한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유효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
얼굴사진ㆍ주소ㆍ이름ㆍ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 주소ㆍ이름ㆍ생년월일과 일치하는 것.
또한, 기재된 주소가 신청 주소와 다른 경우는 ①이나 ② 또는 ③ 중에서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름이 신체장애자 수첩, 요육수첩, 정신장애자
보건복지수첩에 기재된 이름과 일치하는 것)

A B C D E

중에서 한 가지

가족용 할인 서비스 가입자의 본인 확인 서류

A B C D E

중에서 한 가지

○가족용 할인 서비스 그룹에 속해 있는 한 계약자와 같은 주소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이미 가입하신 가족용 할인 서비스에 추가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가족용 할인 서비스 그룹에 속해 있는 한 계약자의 등록 정보와 대조합니다. ●성은 같지만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원격지 보험증이 필요합니다(가족용 할인 서비
스 그룹에 속해 있는 한 계약자가 동일 보험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당사기준에 따라 가족용 할인 서비스에 가입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초)본(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원본)

이력사항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이 지나지 않은 원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3개월이 지나지 않은 원본)

방문자 본인 확인 서류
A B C D E

중에서 한 가지

점포 방문자의 재적확인 서류
하기 서류 중에서 한 가지
ㆍ사원증 ㆍ명함
ㆍ근무처가 기재된 건강보험증

법인인

●점포를 방문한 자의 재적 확인 서류 기재 정보(전화번호, E-mail 주소, 주소 등)를 토대로 소프트뱅크 모바일에서 소프트뱅크 모바일 및 콘텐츠 프로바이더의 상품ㆍ서비스ㆍ캠페인 정보 등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부구입계약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계약 (개품할부구입 알선계약)을 신청하신 분에게

휴대전화기를 할부로 계약하신 분에 대하여 지정/개인 신용 정보 기관에 지불상황을 등록합니다(체납 정보도 포함).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뱅크 홈페이지(www.softbank.jp)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어만 대응)

●신용 정보 기관에 지불 지연 정보 등이 있으면 기타 신용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지불 지연 정보는 완제한 후에도 5년간은 신용 정보 기관에 기록이 남고 다른 가맹 회원이 심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불 명의인이 계약자와 다른 경
우의 주의 ※계약자/지불자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신용 정보 기관에 조회ㆍ등록 대상은 지불 명의인이 아닌 계약자의 정보입니다. 계약자가 미성년자로 지불 명의인인 친권자가 체납하신 경우도 미성년자인 계약자의 체납으로 간주합니다. ●회선
계약 해약 후에도 전화요금과는 별도로 할부구입계약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계약(개품 할부구입 알선계약)에 입각해 매달 할부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복사한 서류는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단, 법인 계약자는 상기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시 예탁금[계약당 10만엔(과세 대상외) 이내ㆍ무이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해약으로 인해 예탁금을 반환할 때
고객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있을 경우에는 미납 요금을 예탁금으로 충당합니다. ●신청 내용에 따라 표기된 내용 이외, 또는 표기된 내용 중에서 복수의 증명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증명 서류에 대해
발행처에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 신청서 기입 내용(이름, 주소, 연락처 등)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계약 신청서의 기입 내용 상의 문제로 인해 당사가 송부한 청구서 등의 우편물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및 해약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입하신 연락처 또는 계약처로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후 계좌이체 수속 완료까지 약 1~2개월이 걸립니다. 그동안은 불편하시겠지만 청구서에 첨부된 지로용지로 청구서 뒷면에 기재된 금융기관이나 편의점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절도(도난)와 사기 등의 범죄 행위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 위반, 문서위조 등)를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 또는 대금 채무(대체 지불로 인한
할부금 채무 포함)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높은 휴대전화기/데이터 통신 단말기를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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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전화 및 할부구입계약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계약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할부구입계약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계약은 3G 통신 서비스 계약/4G LTE/4G 통신 서비스 계약/위성전화, 1개 휴대전화 번호당 3계약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할부구입계약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계약이 3계약 미만이라도 심사 내용에 따라서는 새로 할부구입계약 또는 개별신용구입 알선계약 신청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임의 사용자 정보(이름, 성별, 생년월일) 제공에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표기 내용은 2014년 11월 21일 현재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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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가격에는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금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