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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 회선 정보 월 요금
 

현 납부액

  
 

날짜: XX/XX/XXXX 

계좌번호: XXXXXXXXX 
계좌유형: 후불 

청구방식: 우편 

청구예상날짜:        XX 
 

대리점 

T-M OBILE - 7886  

 
 
(XXX) XXX-XXXX 
영업사원: XXXX XXXXX 

거래내역 

 

고객 

XXXX XXXXX 
(XXX) XXX-XXXX 

 
(XXX) XXX-XXXX  통화플랜 $XX.00 

IMEI:XXXXXXXXXXXX, SIM: XXXXXXXXXXXXXXXXX 

보증금 $XX.00  $XX.00

(XXX) XXX-XXXX  통화플랜 
IMEI: XXXXXXXXXXXX, SIM: XXXXXXXXXXXXXXXXXX 

$XX.00   

기능 1 $X.00 
기능 2 $X.00 
보증금   $XX.00

총 월 요금 $XX.00   

총 첫 청구서 요금 $XX.00  총   $XX.00
기기요금 (해당 경우) 제외    

 
 

 

고객승인: 
이 계약서에 서명, 또는 회선 개통, 또는 T-Mobile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인은 아래에 동의합니다. 

● 최초 서비스 주기는 회선 개통 후 몇일 후에 시작합니다. 국제 통화료와 로밍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부 요율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기 프로그램을 통해 기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특정 조건에 대한 계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청구.  본인은 청구서를 전자로 받고 우편으로는 받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www.T-Mobile.com 에서 본인의 계좌에 접속하거나, 

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세지 공고에 적혀 있는 링크를 통해 본인의 전자 청구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전자 청구서를 무료로 

프린트할 수 있으며, 우편으로 청구서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식 선택은 www.T-Mobile.com 에서 본인의 계좌에 접속하거나 

T-Mobile 에 전화를 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자 청구 약관 전부는 www.t-mobile.com/billterm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다른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본인의 계좌가 12 개월 이상 양호하게 유지될 경우 보증금 환불을 (법이 요구하는 단순 이자 포함) 

요구할 수 있습니다. T-Mobile 은 보증금을 계정의 미결제 금액 변제에 적용할 수 있으며, T-Mobile 은 보증금을 충전하라고 본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T-Mobile 과 본인의 “계약서”에는 다음 문서를 포함합니다: (a) 이 서비스 계약서; (b) T-Mobile 의 "이용 약관"; 그리고 (c) 본인의 통화 

플랜이나 서비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그 밖의 다른 조건들. 본인은 T-Mobile 의 이용 약관과 본인의 통화 플랜에 적용되는 조건들의 

사본을 www.T-Mobile.com (푸에트리코 고객분들은 www.T-Mobilepr.com)에서 받을 수 있으며, 고객 서비스 (800) 937−8997 이나 T-

Mobile 휴대폰 611 에 전화하여 입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계약서를 받고 읽어 봤습니다. 계약서의 영어본은 번역본에 우선 합니다. 

● 분쟁해결. 개통후 30 일 이내에 선택을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T-Mobile 은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T-

Mobile.com/terms-conditions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해약 및 반환 정책. 본인은 휴대폰 개통 후 14 일 이내에 (해약 기간)에 개통시 구입했던 모든 기기를 반환함으로써 통화 플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T−Mobile 과 그의 대리인들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신용보고 회사들과 공유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서명:      날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