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든 금액은 VAT포함 기준 입니다. 가입비 24,000                     채권보전료 20,000                    개통채널 경마단, 지사

보상기변 면제 채권보전료
면제여부

고객부담 USIM비 고객부담

폰구분

1년차 추가 요금할인[A]

2년차 추가 요금할인[B]

2.5년차 추가 요금할인[C]

3년차 추가 요금할인[D]

8. 소계 =A+B

복지할인 적용

총 할인액 -211,200 ⓛ 월 할인액 총  할인액(1인당) 0 월 할인액(1인당)

총단말기 부담금
(14. + 10. )

-82,400 
월단말기 부담금

(ⓘ+ⓛ)
할부기간 동안
가족 할인 총액

0
월 가족

할인 총액

복지할인 적용

예상 개통월 3 예상 개통일

[주의사항 안내]

 ㅁ 25개월 ~ 36개월째 보상기변을 할 경우 1년차 추가요금할인을 기존 7,700원에서 2,200원  추가하여 9,900원으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추가 할인 총액  26,400원)
 ㅁ 37개월 ~ 39개월째 보상기변을 할 경우 1년차~3년차 모두 추가요금할인을 12,100원으로 할인 혜택을 많이 드립니다.(추가 할인 총액 79,200원)
 ㅁ 가입비 / 유심 / 할부 채권료 처리 여부 설명

 ㅁ 스마트스폰서 중간 해지시 위약금은 미발생하나 잔여 단말기 할부금 지속 청구됩니다. 또한 당연히 요금 할인도 중단 됩니다. 또한 정지시 요금할인과  프로모션 모두 미적용됨
 ㅁ 즉시 개통 불가시 단말기 배송 약속 사항 안내

 ㅁ 뭉치면 올레 스마트 할인 가입기간은 신규 또는 우수기변 후 30일 이내 가능하며, 프로모션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합니다.
 ㅁ 즉, 뭉치면 올레 스마트 할인 적용시 프로모션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ㅁ 3년(36개월) 이후에는 기본요금할인만 제공됨, 추가요금할인과 프로모션 할인 2가지는 중단됨

 ㅁ 신규/기변한 첫달은 일할 요금할인 적용 되어 단말기 할부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2개월째부터는 상기 안내 사항대로 청구가 될 것 입니다.

 ㅁ 요금할인이 안되는 요금으로 변경 할 경우 요금할인/추가요금할인 모두 미 적용 됩니다.

 ㅁ 개통 후 D+14일(휴일도 포함 됨) 이내까지만 단말기 불량(아이폰은 10일 이내) 및 통화품질 불량 2가지 경우만 개통 취소 가능합니다.

     고객님 단순 변심은 개통 취소 불가 합니다. 또한 14일 이후 단말기 불량은 해당 단말기 제조사에서 A/S 받으셔야 합니다.

 ㅁ 신규가입시 개통전 7일 이내, 개통 후 90일 이내 해지 시 동일 명의 신규 개통 불가 합니다.

 ㅁ 피처폰은 프로모션 할인을 혜택 적용이 안됩니다.

 ㅁ 복지할인은 1년마다 갱신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복지할인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월     일    요일 (                   )고객님 구매 상담 가이드

고객 가입상품 상황 KT인터넷+KT휴대폰 1대사용기준 보상기변 24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단말기대금 + 요금제 컨설팅 내역 입니다.

스마트폰

개월
단말기 출고가(가) 799,700

프리미엄 단말기 i형 요금상품 안내서 가입유형 가입비

1. 24개월 할부금 총액
산출식=(가-나) 472,000 2. (월)휴대폰 할부금액

할부기간 24
모델명 IM-A770K Vega 레이서

고객 혜택(본사+단정책 합산)
단말지원금(나)

3. 휴대폰 프로모션 할인 총액
(최대 24개월 지원) 0 4. (월)프로모션 할인액 0

-327,700 특이사항                                                                                                           -

요금계(마=다+라)부가세(라)

19,667

요금 할인 반영시 월 청구 총금액(휴대폰 대금 + 요금 합산 청구)

선택 요금제
요금제 선택 음성/영상/문자/데이터 무료 제공 기본요금(다)

i-Teen 29,000알(DATA포함)/0/6,000알/0 34,000 3,400 37,400

5. 휴대폰 실구매가격
산출식 = 1. - 3.

472,000 6. (월)휴대폰 실구매가격 할부금액
산출식 = 2. - 4.

19,667

8,800

7. 기본요금할인 24개월간 총 할인액 -132,000 ⓐ 월 할인액 -5,500

실 기본료(기본요금-무료혜택환산) 무료혜택 환산액(바)
(DATA무료 잔존량익월한정 이월됨)

25,200 기본요금(다) - 무료혜택금액(바)

2.6년 ~ 3년차(31~36개월) 총 할인액 -72,600 ⓔ 월 할인액 -12,100

ⓕ 월 평균 할인액

-72,600 ⓓ 월 할인액 -12,100

-7,700

2년차(13~24개월) 총 할인액 -118,800 ⓒ 월 할인액 -9,900

1년차(1~12개월) 총 할인액 -92,400 ⓑ 월 할인액

-8,800

9. 스마트스폰서할인합계[기본+추가]

9. = 7. + 8.
24개월 동안 [기본+추가] 할인 합계 -343,200 ⓗ 월평균

[기본+추가] 할인액 -14,300

추가
요금할인

최대 36개월 지원

2.5년차(25~30개월) 총 할인액

24개월 동안 추가 총 할인액 -211,200

0

10. 요금할인 적용한 단말기 부담금

10. = 9. + 5. 24개월 동안 총 단말기 부담금 [E] 128,800
ⓘ 월평균 단말기 부담금

ⓘ = E/24
5,367

11. 전환신규 고객 요금 할인혜택
(최대 24개월 지원)

24개월 동안 총 할인액 [F] 0 ⓙ 월 할인액 0

12. 전환신규 요금 할인 반영
단말기 부담금

24개월 동안 총 단말기 부담금 [G]
G = E + F

0
ⓚ 월평균 단말기 부담금

ⓚ = ⓘ + ⓙ

뭉치면 올레 결합할인 적용 할 경우

31개월~36개월 월별 청구액

42,767 43,867 41,667 19,800 19,800

14. 뭉치면 올레 할인액 -8,800 0

13. 단말대금+요금
합산 월청구액(VAT포함)

DATA, 통화료 무료분수내 사용 조건

24개월 평균 청구액 1개월 ~ 12개월 월별 청구액 13개월~24개월 월별 청구액  25개월~30개월 월별 청구액

뭉치면 올레 할인 혜택 2가지 내용 첫번째 혜택 : 인터넷 또는 집전화 결합한 스마트스폰서 신규 가입고객 헤택 두번째 혜택 : KT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가족에게도 각각 추가 할인 혜택 적용

올레 모바일 할인대수 KT인터넷+KT휴대폰 1대사용 미적용

단말기 실부담금 -3,433 0

결합할인 적용한 단말대금+요금
합산 월청구액(VAT포함)

DATA, 통화료 무료분수내 사용 조건

24개월 평균 청구액 1개월 ~ 12개월 월별 청구액 13개월~24개월 월별 청구액  25개월~30개월 월별 청구액 31개월~36개월 월별 청구액

33,967 35,067 32,867 11,000 11,000

스마트스폰서 only 적용
청구 예상 금액

단말기 19,667

개통일 기준 익월 청구 예상 금액(익월 실제 청구액과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구분 5 주의사항

뭉치면올레 포함 적용
청구 예상 금액

단말기 19,667
요금 13,413
합계 33,080

 - 개통일 기준일 최초 1일인데도 익월 청구 예상 스마트스폰서 only와 ⑧ 항목의 값과 차이가 나는 사유는
   ⑧ 항목의 값은 총기간의 월평균 할인액 적용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 뭉치면올레 청구 예상 금액 차이도 동일함)
 - MNP신규 경우 개통 후 익월 청구액에 이전 통신사 청구요금이 당사요금으로 청구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점 주의 바랍니다.
 - 보상기변일 경우 기존 일반요금의 기본료 + 스마트스폰서 기본료가 합산되어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좌측 예상
   요금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금 21,077
합계 40,7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