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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까지의 흐름(신규•기종 변경) / 요금 개요

스마트폰  이용 요금

태블릿 이용 요금

Wi-Fi 공유기 이용 요금

요금할인 서비스

각종 옵션 서비스

국제 서비스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au 국제 통화 정액제)/국제전화 서비스

  /국제 SMS /국제로밍 서비스 /Overseas Double-Teigaku)

계약 수속

문의 창구

친권자 동의서

au ID 설정 방법

청구서 보는 방법

au WALLET Prepaid 카드 (사용•충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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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개요

전화(일본 국내통화)

할인     

인터넷

요금 플랜 일본 국내통화 무료시간 데이터 정액 서비스
인터넷

연결 서비스

Super Kakeho 
(Unlimited Calling Plan S) 24시간  ※1회 5분 이내 통화

Kakeho 
(Unlimited Calling Plan) 24시간 LTE NET

LTE NET

LTE NETLTE Plan
au 휴대전화의 상대방

1시~21시
LTE Flat (7GB)

Monthly Discount / Everybody Discount / Family Discount / au Smart Value / au Smart Value mine

옵션

기종 보증 관련 / 데이터 관련 / 국제 서비스

완 료!!

조합은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          에 가입 가능!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P25

매장에서 희망 기종을
선택합니다.

요금 플랜이나
데이터 정액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P02

P21

P02 Flat-rate Data (1GB/3GB/5GB/8GB/10GB/13GB)
에서 선택 가능

P02
P07

P07Flat-rate Data (2GB/3GB/5GB/8GB/10GB/13GB)
에서 선택 가능

P04P04

P06

옵션을 선택합니다.

P17

가까운 au 숍에
갑니다.

왼쪽 인터넷 주소에서 검색P26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P11로

P17로

※본 안내는 4G LTE 스마트폰, 태블릿을 이용하시는 분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au 홈페이지의 영어 버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au 숍 검색도 영어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URL  http://www.au.kddi.com/english/storelocator_multilanguage/

휴대전화 구매까지의 흐름(신규 ・  기종 변경)

INTRODUCTION   구매까지의 흐름(신규•기종 변경)/요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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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金の概要
電話（日本国内通話）

割 引　　

ネット

料金プラン 国内通話無料時間 データ定額サービス インターネット
接続サービス

スーパーカケホ
（電話カケ放題プランS） 24時間  ※1回5分以内の通話

カケホ
（電話カケ放題プラン） 24時間 LTE NET

LTE NET

LTE NETLTEプラン au宛
1時～21時

LTEフラット（7GB）

毎月割 /誰でも割 /家族割 /auスマートバリュー /auスマートバリューmine

オプション

機種保証関連 /データ関連 /国際サービス

Complete!!

ご契約に必要な書類などは
auホームページの英語版で
確認できます。
お近くのauショップ検索も、
英語で探すことが可能です。
URL  http://www.au.kddi.com/english/storelocator_multilanguage/

の組み合わせなら「au国際通話定額」       に加入が可能！

ご契約に必要な書類を
準備します。
P25

店頭でご希望の機種を
選びます。

料金プランや
データ定額サービスを
選びます。
P02

P21

P02 データ定額（1GB/3GB/5GB/8GB/10GB/13GB）
から選べます

P02
P07

P07
データ定額（2GB/3GB/5GB/8GB/10GB/13GB）

から選べます
P04P04

P06

オプションを選びます。
P17

お近くのauショップに
行きます。 
左記で検索P26

Step1 Step2

Step3 Step4 Step5

P11へ

P17へ

※本ガイドは、4G LTEスマートフォン、タブレットをご利用される方向けの内容となっています。

携帯電話のご購入までの流れ（新規・機種変更）

INTRODUCTION　ご購入までの流れ（新規・機種変更）/料金の概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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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대상기종

스마트폰

합계

Unlimited Calling Plan S / Super Kakeho의 이용 요금 이미지

1,700엔/월
Super Kakeho(Unlimited Calling Plan S)          ＋ Everybody DiscountP03 P11 (�Everybody Discount」 적용 전: 3,200엔/월)

au는 물론 타사 휴대전화ㆍ고정전화 대상의 일본국내 통화가 24시간(1회 5분 이내＊) 무제한 사용 가능!

Flat-rate Data 1 (1GB)★2

2,900엔/월

Flat-rate Data 3 (3GB)

4,200엔/월

Flat-rate Data 5 (5GB)

5,000엔/월

Flat-rate Data 8 (8GB)

6,700엔/월

Flat-rate Data 10 (10GB)

8,000엔/월

Flat-rate Data 13 (13GB)

9,800엔/월

4,900엔/월～ 6,200엔/월～ 7,000엔/월～ 8,700엔/월～ 10,000엔/월～ 11,800엔/월～

합계

6,380엔/월～ 7,680엔/월～ 7,980엔/월～ 9,680엔/월～ 10,980엔/월～ 12 ,780엔/월～

au Smart Value

-934엔/월

데이터 정액 서비스       (신청 필요/당월 적용★1)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au Smart Value 적용 후의 합계

5,446엔/월～ 6,746엔/월～ 6,570엔/월～ 8,270엔/월～ 8,980엔/월～ 10,780엔/월～

Flat-rate Data 1인 경우 Flat-rate Data 3인 경우 Flat-rate Data 5인 경우 Flat-rate Data 8인 경우 Flat-rate Data 10인 경우 Flat-rate Data 13인 경우

최대 2년간 영구적 최대 2년간

Flat-rate Data 1인 경우

영구적 
 -934엔/월

Flat-rate Data 3인 경우 Flat-rate Data 5 /8인 경우

대상 고정통신        의 「인터넷＋전화」와 세트 이용으로 경제적P15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3년째 이후: 1 1,846엔/월∼)(3년째 이후: 10,046엔/월∼)(3년째 이후: 8,746엔/월∼)(3년째 이후: 7,046엔/월∼)(3년째 이후: 5,880엔/월∼)

자신의 사용 방법에 맞는 데이터 용량을 선택 가능!

● 데이터 정액 서비스에 가입하신 경우는 「Data Charge        」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Flat-rate Data 1」은 「Monthly Discount」와 겸용할 수 없습니다. ● 「Flat-rate Data 2」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20

● 스마트폰과 WiMAX 2＋ 대응 공유기를 세트로 이용하시면 au Smart Value mine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16

-1,410엔/월최대 2년간
 (3년째 이후: 영구적 -934엔/월)

Flat-rate Data 10/ 13인 경우

-2,000엔/월최대 2년간
 (3년째 이후: 영구적 -934엔/월)

P15

최대
2년간
 (3년째 이후: 영구적 -500엔/월)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 다음 월액 옵션료로 최대 750분(1회 15분 이내 통화×50회/월)의 일본 국내에서 대상 국가ㆍ지역으로 통화 가능

1,480엔/월(면세) 980엔/월(면세)

각 서비스의 주의사항은 상세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 가입 때나 기종 변경 때 신청하신 경우는 가입일 또는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신 경우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월 중간에 해약 등을 하신 경우는 일당 계산되지 않고 정액료가 부과됩니다. ★2: 서비스에 따라서는 「Flat-rate Data 1」 
은 가입(할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수수료에 대하여】 신규 계약 시 및 기종 변경 시는 계약사무수수료(3,000엔)가 필요합니다. 또 기종 변경 중 4G LTE(au VoLTE 대응) 기기 간, 4G LTE(au 
VoLTE 대응 제외) 기기 간 변경(증설) 등의 경우는 계약사무수수료(2,000엔)가 필요합니다. 【유니버설 서비스료 부담에 대하여】 「유니버설 서비스 제도」란 일본 전국의 세대가 공평하고 안정된 전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 비용을 전화회사 전체가 
분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KDDI 및 오키나와세룰러전화는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유니버설 서비스료」 전액을 본 제도의 업무지원기관인 전기통신사업자협회(TCA)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유니버설 서비스료로서 1계약번호당  2엔/월이 
청구됩니다(2016년 7월부터 1계약당 3엔/월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앞으로 요금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verybody Discount          」는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중도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필요합니다(갱신기간 제외).
통화료•통신료•기타 옵션료•유니버설 서비스료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P11
하기

P21

Unlimited Calling Plan S

Super Kakeho

다음 달 부터 다음 달 부터

�WiMAX 2＋� 데이터 통신          은 「Flat-rate Data 1 /3 /5 /8/ 10/13」 정액료 및 월간 데이터 용량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이용하신 패킷 통신은 「Flat-rate Data」의 정액료 또는 월간 데이터 용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Overseas Double-Teigaku」 대상 국가•지역에서는 「Overseas Double-Teigaku」 요금이 적용됩니다).

P10
【데이터 정액 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PRICE PLAN   스마트폰 이용 요금

● 인터넷이나 메일, 앱을 이용하실 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1회 통화가 5분을 초과한 경우는 5분 초과분에 대하여 30초당 20엔의 통화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 1회 통화가 5분 이내라도 일부 통화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넷 연결 서비스

LTE NET 300엔/월P07

Flat-rate Data 1 /3인 경우 Flat-rate Data 5 /8/ 10/13인 경우

02

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 ネットやメール、アプリのご利用に必要なサービスです。

インターネット接続サービス

LTE NET 300円/月P07

各サービスの注意事項は詳細ページをご参照ください。
★1:新規加入時または機種変更時にお申し込みの場合は、加入日または変更日からの適用となります。契約内容変更の場合、翌月から適用となります。月の途中でのご解約などの場合、日割とならず、定額料がかかります。★2:サービスによって、

「データ定額1」では加入（割引）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詳しく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事務手数料等について】新規ご契約時および機種変更時は契約事務手数料（3,000円）がかかります。ただし、機種変更のうち、4G LTE（au 
VoLTE対応）機器間、4G LTE（au VoLTE対応除く）機器間の変更（増設）等の場合は、契約事務手数料（2,000円）がかかります。 【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のご負担について】「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制度」とは、全国の世帯で公平かつ安定した
電話サービスをご利用いただくための必要費用を電話会社全体で応分に負担する制度です。KDDIおよび沖縄セルラー電話は、お客さまにご負担いただく「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全額を本制度の業務支援機関である電気通信事業者協会

（TCA） に納めています。これにより、別途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として、1契約番号当たり2円/月が請求されます（2016年7月より、1契約あたり3円/月を請求する予定です。2016年5月現在。今後、料金変更の可能性があります）。

（お申し込み必要/当月適用★1）

au国際通話定額 以下の月額オプション料で最大750分（1回15分以内の通話×50回/月）の日本国内から対象の国・地域宛てへの通話が可能P21

1,480円/月（免税） 980円/月（免税）
翌月から翌月から

データ定額1/3の場合 データ定額5/8/10/13の場合

au国際通話定額＋auスマートバリュー適用後の合計

5,446円/月～ 6,746円/月～ 6,570円/月～ 8,270円/月～ 8,980円/月～ 10,780円/月～

データ定額1の場合 データ定額3の場合 データ定額5の場合

永年最大2年間 最大2年間
データ定額8の場合 データ定額10の場合 データ定額13の場合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3年目以降：11,846円/月～）（3年目以降：10,046円/月～）（3年目以降：8,746円/月～）（3年目以降：7,046円/月～）（3年目以降：5,880円/月～）

合 計
4,900円/月～ 6,200円/月～ 7,000円/月～ 8,700円/月～ 10,000円/月～ 11,800円/月～

合 計
6,380円/月～ 7,680円/月～ 7,980円/月～ 9,680円/月～ 10,980円/月～ 12,780円/月～

データ定額サービス　　
データ定額1（1GB）★2

2,900円/月

データ定額3（3GB）

4,200円/月

データ定額5（5GB）

5,000円/月

データ定額8（8GB）

6,700円/月

データ定額10（10GB）

8,000円/月

データ定額13（13GB）

9,800円/月

自分の使い方にピッタリなデータ容量が選べる！

● データ定額サービスにご加入の場合「データチャージ　　」へのご加入が必要です。 ● 「データ定額1」は「毎月割」との併用はできません。 ● 「データ定額2」は対象外です。P20

（お申し込み必要/当月適用★1）

「誰でも割       」は2年単位で自動更新となります。途中解約などの場合、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更新期間除く）。
通話料･通信料･その他オプション料･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        などが別途かかります。

【データ定額サービスについて】
「WiMAX 2＋」のデータ通信        は、「データ定額1/3/5/8/10/13」の定額料および月間データ容量の対象です。
海外でのパケット通信は、「データ定額」の定額料もしくは月間データ容量の対象外です（「海外ダブル定額」対象の国・地域では「海外ダブル定額」の料金が適用となります）。

P11

P10

下記

電話カケ放題プランS／スーパーカケホのご利用料金イメージ

＊：1回の通話が5分を超えた場合、5分超過分につき、30秒ごとに20円の通話料が別途かかります。また、1回の通話が5分以内でも、一部の通話は対象外です。

1,700円/月
スーパーカケホ（電話カケ放題プランS）     ＋誰でも割P03 P11 （「誰でも割」適用前：3,200円/月）

auはもちろん他社ケータイ・固定電話宛の国内通話が24時間（1回5分以内*）かけ放題！

auスマートバリュー

-1,410円/月最大2年間-934円/月永年-934円/月
最大
2年間

データ定額1の場合 データ定額3の場合 データ定額5/8の場合

-2,000円/月最大2年間

データ定額10/13の場合

● スマートフォンとWiMAX 2＋対応ルーターのセット利用の場合は、auスマートバリュー mine       がご利用いただけます。P16

（3年目以降：永年 -934円/月）（3年目以降：永年 -934円/月）（3年目以降：永年 -500円/月）

P15 対象固定通信　　 の「ネット＋電話」とのセット利用でおトクP15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PRICE PLAN　スマートフォンのご利用料金

対象機種

電話カケ放題プランS
スーパーカケ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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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PRICE PLAN   스마트폰 이용 요금

일본국내 SMS(C-mail) 이용료

au 휴대전화•타사 휴대전화의 상대방

송신：3엔/회★3 수신：무료

일본국내 통화료

au 휴대전화•타사 휴대전화•고정전화 등의 상대방

24시간 무제한 사용 가능(1회 5분 이내)

기본사용료 1,700엔/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2)

「Everybody Discount        」 적용 시의 기본사용료입니다(「Everybody Discount」 적용 전 기본사용료 3,200엔/월).

「Everybody Discount        」는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중도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필요합니다(갱신기간은 제외).

※1회 통화가 5분을 초과한 경우는 5분 초과분에 대하여 30초당 20엔의 통화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 1회 통화가 5분 이내라도 일부 통화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verybody Discount Light도 대상이 됩니다. 〔 「Everybody Discount Light」 적용 시: 2,000엔/월〕

P11

P11

Super Kakeho라면

일본 국내통화를 24시간 무제한 사용 가능. (1회 5분 이내)

4G LTE(au VoLTE 대응) Android™ 스마트폰의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는 명칭 뒤에 (V)가 붙습니다.

「Super Kakeho(Unlimited Calling Plan S)」 및 「Flat-rate Data 1 /3 /5 /8/ 10/13」은 세트로 가입하셔야 합니다.(「LTE Flat         」와 병용할 수 없습니다.)

「Everybody Discount＋Family Discount」 「au→au Home Phone Discount (free)」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Everybody Discount＋Family Discount」 「au→au Home 
Phone Discount (free)」의 통화료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au→au Home Phone Discount (50% discount)」 등의 통화료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5분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 30분당 20엔의 통화료가 필요합니다.

0180(Teledome), 0570(내비다이얼 등)로 시작하는 타사가 요금 설정한 전화번호로 통화나 번호안내(104), 행정 1XY 서비스(188/189), SMS 송신, 위성전화/위성선박 
전화로 통화,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전화번호로 통화 등은 본 플랜의 정액 통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제전화나 해외에서 이용하는 발신과 착신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액 통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통화는 타사가 요금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초당 20엔의 통화료가 필요합니다(위성선박전화로 한 통화는 30초당 50엔).

P07

※가족과 통화하는 국내통화료는 1회 5분을 초과해도 무료★1

Super Kakeho  1회 5분 이내라면 통화 무제한!

★1: 「Everybody Discount + Family Discount          」 적용에서 동일 「Family Discount」에 가입하신 회선으로 한 통화가 대상입니다. 「Family Discount」 계약은 10회선까지입니다. ★2: 신규 가입 때나 기종 변경 때 신청하신 경우는 가입일 또는 변경일 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신 경우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월 중간에 해약 등을 하시면 이용일수분의 일당 계산됩니다. 또 해약 등으로 「Everybody Discount」 「Everybody Discount Light」에 가입하신 경우는 일당 금액이 아닌 정액료가 부과됩니다. 
★3: 「Everybody Discount + Family Discount          」 적용 시 가족간의 일본국내 SMS(C-mail) 송신료는 무료입니다.
※ 「Super Kakeho」에 가입하신 경우 「Switch-to-au Discount Plus」, 「Switch-to-au Discount」, 「U22 Switch-to-au Discount」, 「Smartphone Family Value Discount」, 「AQUOS K Start Discount」 등의 할인은 종료됩니다. ※연속해서 장시간에 걸쳐 
통화하는 등 당사 설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는 해당 통화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12

【Super Kakeho에 대하여】

P12

고정전화

타사 휴대전화
(스마트폰/휴대전화)

au 휴대전화
(스마트폰/휴대전화)

4G LTE 스마트폰

1회 5분 이내라면

정액으로

통화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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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スーパーカケホなら
国内通話が24時間かけ放題。（1回5分以内）

固定電話

他社携帯電話
（スマホ/ケータイ）

au携帯電話
（スマホ/ケータイ）

※家族への国内通話は1回5分超でも無料★1

★1：「誰でも割＋家族割        」適用で、同一の「家族割」にご加入の回線への通話が対象となります。「家族割」のご契約は10回線までとなります。★2：新規加入時または機種変更時にお申し込みの場合は、加入日または変更日からの適用となり
ます。契約内容変更の場合は、翌月から適用となります。月の途中でのご解約などの場合、ご利用日数分の日割となります。なお、ご解約などで「誰でも割」「誰でも割ライト」加入の場合、日割とならず、定額料がかかります。★3：「誰でも割＋家族
割        」適用時、家族間の国内SMS（Cメール）の送信料が無料になります。
※「スーパーカケホ」に加入された場合、「auにかえる割Plus」「auにかえる割」「U22 auにかえる割」「家族でスマホおトク割」「AQUOS Kスタート割」などの割引が終了します。※通話が連続して長時間におよぶなど、当社設備に影響をおよぼすと
当社が判断した場合は、通話を切断する場合があります。

P12

国内SMS（Cメール）利用料

送信：3円/回★3 受信：無料

国内通話料

au携帯電話・他社携帯電話・固定電話など宛

24時間かけ放題（1回5分以内）

au携帯電話・他社携帯電話宛

スーパーカケホ 1回5分以内なら、かけ放題！

4G LTE（au VoLTE対応）Android™スマートフォンの「料金プラン」「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は名称に(V)がつきます。
「スーパーカケホ（電話カケ放題プランS）」と「データ定額1/3/5/8/10/13」はセットでのご加入が必要です（「LTEフラット      」との併用はできません）。

【スーパーカケホについて】
「誰でも割＋家族割」「au→自宅割（無料の場合）」ご利用の場合、「誰でも割＋家族割」「au→自宅割（無料の場合）」の通話料割引が適用されます。また、「au→自宅割

（50%割引の場合）」等の通話料割引は適用されず、5分を超えた場合、超過分は30秒ごとに20円の通話料がかかります。
0180（テレドーム）、 0570（ナビダイヤルなど）から始まる他社が料金設定している電話番号への通話や番号案内（104）、行政1XYサービス（188/189）、SMS送信、

衛星電話/衛星船舶電話への通話、当社が別途指定する電話番号への通話等については、本プランによる定額通話の対象外となります。また国際電話や海外での発着信に
ついても対象外となります。定額通話の対象外となる国内通話は、他社が料金設定している場合を除き30秒ごとに20円の通話料がかかります（衛星船舶電話への通話は
30秒ごとに50円となります）。

P07

※1回の通話が5分を超えた場合、5分超過分につき、30秒ごとに20円の通話料が別途かかります。また、1回の通話が5分以内でも、一部の通話は対象外です。
※誰でも割ライトも対象です［「誰でも割ライト」適用時：2,000円/月］。

基本使用料1,700円/月（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2）
「誰でも割       」適用時の基本使用料です（「誰でも割」適用前基本使用料3,200円/月）。
「誰でも割       」は2年単位で自動更新となります。途中解約などの場合、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更新期間除く）。P11

P11

P12

4G LTE
スマートフォン

1回5分以内なら
定額でかけ放題！

PRICE PLAN　スマートフォンのご利用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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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대상기종

스마트폰

합계

Unlimited Calling Plan / Kakeho의 이용 요금 이미지

2,700엔/월
Kakeho(Unlimited Calling Plan)         ＋ Everybody DiscountP05 P11 (�Everybody Discount」 적용 전: 4,200엔/월)

au는 물론 타사 휴대전화ㆍ고정전화 대상의 일본국내 통화가 24시간 무제한 사용 가능!

Flat-rate Data 2 (2GB)

3,500엔/월

Flat-rate Data 3 (3GB)

4,200엔/월

Flat-rate Data 5 (5GB)

5,000엔/월

Flat-rate Data 8 (8GB)

6,700엔/월

Flat-rate Data 10 (10GB)

8,000엔/월

Flat-rate Data 13 (13GB)

9,800엔/월

6,500엔/월～ 7,200엔/월～ 8,000엔/월～ 9,700엔/월～ 11,000엔/월～ 12 ,800엔/월～

합계

7.980엔/월～ 8,680엔/월～ 8,980엔/월～ 10,680엔/월～ 11 ,980엔/월～ 13,780엔/월～

au Smart Value

데이터 정액 서비스       (신청 필요/당월 적용★1)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au Smart Value 적용 후의 합계

7,046엔/월～ 7,746엔/월～ 7,570엔/월～ 9,270엔/월～ 9,980엔/월～ 11,780엔/월～

Flat-rate Data 2인 경우 Flat-rate Data 3인 경우 Flat-rate Data 5인 경우 Flat-rate Data 8인 경우 Flat-rate Data 10인 경우 Flat-rate Data 13인 경우

영구적 최대 2년간

Flat-rate Data 5 /8인 경우

대상 고정통신        의 「인터넷＋전화」와 세트 이용으로 경제적P15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3년째 이후: 12,846엔/월∼)(3년째 이후: 1 1,046엔/월∼)(3년째 이후: 9,746엔/월∼)(3년째 이후: 8,046엔/월∼)

자신의 사용 방법에 맞는 데이터 용량을 선택 가능!

● 데이터 정액 서비스에 가입하신 경우는 「Data Charge        」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Flat-rate Data 1」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20

● 스마트폰과 WiMAX 2＋ 대응 공유기를 세트로 이용하시면 au Smart Value mine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P16

-1,410엔/월최대 2년간
 (3년째 이후: 영구적 -934엔/월)

-934엔/월영구적

Flat-rate Data 10/ 13인 경우

-2,000엔/월최대 2년간
 (3년째 이후: 영구적 -934엔/월)

P15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 다음 월액 옵션료로 최대 750분(1회 15분 이내 통화×50회/월)의 일본 국내에서 대상 국가ㆍ지역으로 통화 가능

1,480엔/월(면세) 980엔/월(면세)

각 서비스의 주의사항은 상세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규 가입 때나 기종 변경 때 신청하신 경우는 가입일 또는 변경일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신 경우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월 중간에 해약 등을 하신 경우는 일당 계산되지 않고 정액료가 부과됩니다.
【사무수수료에 대하여】 신규 계약 시 및 기종 변경 시는 계약사무수수료(3,000엔)가 필요합니다. 또 기종 변경 중 4G LTE(au VoLTE 대응) 기기 간, 4G LTE(au VoLTE 대응 제외) 기기 간 변경(증설) 등의 경우는 계약사무수수료(2,000엔)가 필요합니다.

P21

Unlimited Calling Plan

Kakeho

다음 달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 이후부터

다음 달부터

「Everybody Discount          」는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중도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필요합니다(갱신기간 제외).
통화료•통신료•기타 옵션료•유니버설 서비스료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P11

�WiMAX 2＋� 데이터 통신          은 「Flat-rate Data 2 /3/5/8/ 10/13」 정액료 및 월간 데이터 용량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이용하신 패킷 통신은 「Flat-rate Data」의 정액료 또는 월간 데이터 용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Overseas Double-Teigaku」 대상 국가•지역에서는 「Overseas Double-Teigaku」 요금이 적용됩니다).

P10
【데이터 정액 서비스에 대하여】

P02

PRICE PLAN   스마트폰 이용 요금

● 인터넷이나 메일, 앱을 이용하실 때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연결 서비스

LTE NET 300엔/월P07

Flat-rate Data 2 /3인 경우 Flat-rate Data 5 /8/ 10/13인 경우

Flat-rate Data 2 /3인 경우

04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au国際通話定額＋auスマートバリュー適用後の合計

7,046円/月～ 7,746円/月～ 7,570円/月～ 9,270円/月～ 9,980円/月～ 11,780円/月～

データ定額2の場合 データ定額3の場合 データ定額5の場合

永年 最大2年間
データ定額8の場合 データ定額10の場合 データ定額13の場合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3年目以降：12,846円/月～）（3年目以降：11,046円/月～）（3年目以降：9,746円/月～）（3年目以降：8,046円/月～）

● スマートフォンとWiMAX 2＋対応ルーターのセット利用の場合は、auスマートバリュー mine       がご利用いただけます。P16

データ定額10/13の場合データ定額5/8の場合データ定額2/3の場合

（3年目以降：永年 -934円/月）（3年目以降：永年 -934円/月）
-934円/月永年

auスマートバリュー 対象固定通信　　 の「ネット＋電話」とのセット利用でおトクP15P15

● ネットやメール、アプリのご利用に必要なサービスです。

インターネット接続サービス

LTE NET 300円/月P07

合 計
6,500円/月～ 7,200円/月～ 8,000円/月～ 9,700円/月～ 11,000円/月～ 12,800円/月～

各サービスの注意事項は詳細ページをご参照ください。
★1:新規加入時または機種変更時にお申し込みの場合は、加入日または変更日からの適用となります。契約内容変更の場合、翌月から適用となります。月の途中でのご解約などの場合、日割とならず、定額料がかかります。

【事務手数料等について】新規ご契約時および機種変更時は契約事務手数料（3,000円）がかかります。ただし、機種変更のうち、4G LTE（au VoLTE対応）機器間、4G LTE（au VoLTE対応除く）機器間の変更（増設）等の場合は、契約事務手数料
（2,000円）がかかります。

「誰でも割       」は2年単位で自動更新となります。途中解約などの場合、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更新期間除く）。
通話料･通信料･その他オプション料･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        などが別途かかります。

【データ定額サービスについて】
「WiMAX 2＋」のデータ通信        は、「データ定額2/3/5/8/10/13」の定額料および月間データ容量の対象です。
海外でのパケット通信は、「データ定額」の定額料もしくは月間データ容量の対象外です（「海外ダブル定額」対象の国・地域では「海外ダブル定額」の料金が適用となります）。

P11

P02

データ定額3（3GB）

4,200円/月

データ定額5（5GB）

5,000円/月

データ定額8（8GB）

6,700円/月

データ定額10（10GB）

8,000円/月

データ定額13（13GB）

9,800円/月

データ定額２（2GB）

3,500円/月
● データ定額サービスにご加入の場合「データチャージ　　」へのご加入が必要です。 ● 「データ定額1」は対象外です。P20

データ定額サービス　　 （お申し込み必要/当月適用★1）自分の使い方にピッタリなデータ容量が選べる！

電話カケ放題プラン／カケホのご利用料金イメージ

2,700円/月
カケホ（電話カケ放題プラン）     ＋誰でも割P05 P11

auはもちろん他社ケータイ・固定電話宛の国内通話が24時間かけ放題！

（「誰でも割」適用前：4,200円/月）

au国際通話定額 以下の月額オプション料で最大750分（1回15分以内の通話×50回/月）の日本国内から対象の国・地域宛てへの通話が可能P21

1,480円/月（免税） 980円/月（免税）
翌月から翌月から

データ定額2/3の場合 データ定額5/8/10/13の場合

P10

合 計
7,980円/月～ 8,680円/月～ 8,980円/月～ 10,680円/月～ 11,980円/月～ 13,780円/月～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翌月以降から

-1,410円/月最大2年間 -2,000円/月最大2年間

PRICE PLAN　スマートフォンのご利用料金

電話カケ放題プラン
カケホ 対象機種

04



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PRICE PLAN   스마트폰 이용 요금

일본국내 SMS(C-mail) 이용료

au 휴대전화•타사 휴대전화의 상대방

송신：3엔/회★2 수신：무료

일본국내 통화료

au 휴대전화•타사 휴대전화•고정전화 등의 상대방

24시간 무제한 사용 가능

기본사용료 2,700엔/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1)

「Everybody Discount        」 적용 시의 기본사용료입니다(「Everybody Discount」 적용 전 기본사용료 4,200엔/월).

「Everybody Discount        」는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중도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필요합니다(갱신기간은 제외).

※Everybody Discount Light도 대상이 됩니다. 〔 「 Everybody Discount Light」 적용 시: 3,000엔/월〕

P11

P11

Kakeho라면

일본 국내통화를 24시간 무제한 사용 가능. 

4G LTE(au VoLTE 대응) Android™ 스마트폰의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는 명칭 뒤에 (V)가 붙습니다.

「Kakeho(Unlimited Calling Plan)」 및 「Flat-rate Data 2 /3/5/8/ 10/13」은 세트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LTE Flat          」와 병용할 수 없습니다.)

0180(Teledome), 0570(내비다이얼 등)로 시작하는 타사가 요금 설정한 전화번호로 통화나 번호안내(104), 행정 1XY 서비스(188/189), SMS 송신, 위성전화/위성선박 
전화로 통화,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전화번호로 통화 등은 본 플랜의 정액 통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국제전화나 해외에서 이용하는 발신과 착신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액 통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통화는 타사가 요금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초당 20엔의 통화료가 필요합니다(위성선박전화로 한 통화는 30초당 50엔).

P07

Kakeho 시간 제한없이 정액으로 통화 무제한!

★1: 신규 가입 때나 기종 변경 때 신청하신 경우는 가입일 또는 변경일 부터 적용됩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신 경우는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월 중간에 해약 등을 하시면 이용일수분의 일당 계산됩니다. 또 해약 등으로 「Everybody Discount」 「Everybody 
Discount Light」에 가입하신 경우는 일당 금액이 아닌 정액료가 부과됩니다. ★2: 「Everybody Discount + Family Discount          」 적용 시 가족간의 일본국내 SMS(C-mail) 송신료는 무료입니다.
※ 「Kakeho」에 가입하신 경우 「Switch-to-au Discount」, 「U22 Switch-to-au Discount」, 「Smartphone Family Value Discount」 등의 할인은 종료됩니다. ※연속해서 장시간에 걸쳐 통화하는 등 당사 설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는 해당 
통화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Kakeho에 대하여】

고정전화

타사 휴대전화
(스마트폰/휴대전화)

au 휴대전화
(스마트폰/휴대전화)

4G LTE 스마트폰

정액으로

통화 무제한!

P12

05

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国内SMS（Cメール）利用料

送信：3円/回★2 受信：無料

国内通話料

au携帯電話・他社携帯電話・固定電話など宛

24時間かけ放題

au携帯電話・他社携帯電話宛

カケホ 時間を問わず、定額でかけ放題！
基本使用料2,700円/月（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1）

「誰でも割       」適用時の基本使用料です（「誰でも割」適用前基本使用料4,200円/月）。
「誰でも割       」は2年単位で自動更新となります。途中解約などの場合、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更新期間除く）。P11

P11

4G LTE（au VoLTE対応）Android™スマートフォンの「料金プラン」「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は名称に(V)がつきます。
「カケホ（電話カケ放題プラン）」と「データ定額2/3/5/8/10/13」はセットでのご加入が必要です（「LTEフラット       」との併用はできません）。

【カケホについて】
0180（テレドーム）、 0570（ナビダイヤルなど）から始まる他社が料金設定している電話番号への通話や番号案内（104）、行政1XYサービス（188/189）、SMS送信、

衛星電話/衛星船舶電話への通話、当社が別途指定する電話番号への通話等については、本プランによる定額通話の対象外となります。また国際電話や海外での発着信に
ついても対象外となります。定額通話の対象外となる国内通話は、他社が料金設定している場合を除き30秒ごとに20円の通話料がかかります（衛星船舶電話への通話は
30秒ごとに50円となります）。

P07

★1：新規加入時または機種変更時にお申し込みの場合は、加入日または変更日からの適用となります。契約内容変更の場合は、翌月から適用となります。月の途中でのご解約などの場合、ご利用日数分の日割となります。なお、ご解約などで「誰でも割」
「誰でも割ライト」加入の場合、日割とならず、定額料がかかります。★2:「誰でも割＋家族割        」適用時、家族間の国内SMS（Cメール）の送信料が無料になります。
※「カケホ」に加入された場合、「auにかえる割」「U22 auにかえる割」「家族でスマホおトク割」などの割引が終了します。※通話が連続して長時間におよぶなど、当社設備に影響をおよぼすと当社が判断した場合は、通話を切断する場合があります。

固定電話

他社携帯電話
（スマホ/ケータイ）

au携帯電話
（スマホ/ケータイ）

カケホなら
国内通話が24時間かけ放題。

4G LTE
スマートフォン

※誰でも割ライトも対象です［「誰でも割ライト」適用時：3,000円/月］。

定額で
かけ放題！

P12

PRICE PLAN　スマートフォンのご利用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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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기존의 「LTE Plan」 + 「LTE NET」 + 「LTE  Flat」의 이용 요금 이미지

요금 플랜

934엔/월 (�Everybody Discount」 적용 전: 1,868엔/월)P11LTE Plan        + Everybody Discount  하기

＋

스마트폰

PRICE PLAN   스마트폰 이용 요금

요금 플랜

LTE Plan
대상기종

기본사용료 934엔/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   )★1

「Everybody Discount         」 적용 시의 기본사용료입니다(「Everybody Discount」 적용 전 기본사용료 1,868엔/월).P11

「Everybody Discount         」는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중도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필요합니다(갱신기간은 제외). P11

인터넷 연결 서비스 & 패킷통신료 정액 서비스

300엔/월LTE NET P07

4G LTE(au VoLTE 대응) Android™ 스마트폰은 명칭 뒤에 (V)가 붙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동일합니다.

기본사용료에 무료통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동응답전화(1417) 등의 각종 특수 번호로 건 전화는 무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LTE Plan과 LTE Flat은 세트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을 연결하려면 「LTE NET」 등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합계

5,700엔/월LTE Flat P07

6,934엔/월～

※LTE Plan에서는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1 : 월 중간에 가입 또는 해약 등을 하시는 경우 기본사용료는 이용일수분의 일당 계산됩니다. 또 해약 등으로 「Everybody Discount」에 가입하신 경우는 일당 금액이 아닌 정액료가 부과됩니다. 
★2: 【au 휴대전화에 건 전화의 통화료 무료에 대하여】 ※21시부터 다음 날 1시에 걸쳐서 통화한 경우는 시간대를 걸치는 과금도수(30초간)가 무료입니다. ※연속해서 장시간에 걸쳐 통화하는 등 기타 통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는 해당 통화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수수료에 대하여】 신규 계약 시 및 기종 변경 시는 계약사무수수료(3,000엔)가 필요합니다. 또 기종 변경 중 4G LTE(au VoLTE 대응) 기기 간, 4G LTE(au VoLTE 대응 제외) 기기 간 변경(증설) 등의 경우는 계약사무수수료(2,000엔)가 필요합니다.

통화료•통신료•기타 옵션료•유니버설 서비스료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P02

일본국내 통화료

au 스마트폰•au 휴대전화의 상대방

1시~21시 : 일본국내 통화 무료!
★2

21시~다음 날 1시 : 20엔/30초

타사 휴대전화•고정전화 등의 상대방

종일:20엔/30초

일본국내 SMS(C-mail) 이용료

au 스마트폰•au 휴대전화의 상대방

24시간 송수신 무료!

타사 휴대전화의 상대방

수신:무료    송신:3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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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合 計

6,934円/月～

従来の「LTEプラン」＋「LTE NET」＋「LTEフラット」のご利用料金イメージ
料金プラン

934円/月 （「誰でも割」適用前：1,868円/月）LTEプラン　  ＋誰でも割下記 P11

インターネット接続&パケット通信料定額サービス

LTE NET 300円/月P07 LTEフラット 5,700円/月P07＋

※LTEプランでは「au国際通話定額」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
★1：月の途中でのご加入またはご解約などの場合、基本使用料はご利用日数分の日割となります。なお、ご解約などで「誰でも割」加入の場合、日割とならず、定額料がかかります。
★2：【au携帯電話宛の通話無料について】※21時および翌1時をまたがる通話の場合、時間帯をまたがる課金度数（30秒間）は無料となります。※通話が連続して長時間におよぶなど、その他の通信に影響をおよぼすと当社が判断した場合には、当該
通話を切断する場合があります。
【事務手数料等について】新規ご契約時および機種変更時は契約事務手数料（3,000円）がかかります。ただし、機種変更のうち、4G LTE（au VoLTE対応）機器間、4G LTE（au VoLTE対応除く）機器間の変更（増設）等の場合は、契約事務手数料
（2,000円）がかかります。

4G LTE（au VoLTE対応）Android™スマートフォンは名称の後ろに（V）がつきます。サービス内容は同様です。
基本使用料に無料通話は含まれておりません。 
留守番電話（1417）等の各種特番宛の通話は、無料の対象外です。
LTEプランとLTEフラットはセットでのご加入が必要です。インターネット接続には「LTE NET」等のご加入が必要です。

基本使用料934円/月（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1）
「誰でも割       」適用時の基本使用料です（「誰でも割」適用前基本使用料1,868円/月）。
「誰でも割       」は2年単位で自動更新となります。途中解約などの場合、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更新期間除く）。P11

P11

国内SMS（Cメール）利用料国内通話料

他社携帯電話・固定電話など宛

1時～21時：国内通話無料！★2

auスマホ・auケータイ宛

終日：20円/30秒
21時～翌1時：20円/30秒

受信：無料　送信：3円/回

auスマホ・auケータイ宛 他社携帯電話宛

24時間送受信無料！

通話料・通信料・その他オプション料・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　　  などが別途かかります。P02

料金プラン
LTEプラン 対象機種

PRICE PLAN　スマートフォンのご利用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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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당월 통신료

월간 데이터 용량

4G LTE의

고속통신을

정액요금으로.

「데이터 통신 옵션」 Data Charge   

Tethering Option

이용료 500엔/월
★4 

(신청 필요/당월 적용)

•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Wi-Fi 공유기에서 Wi-Fi 대응 PC나 게임기 등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 Tethering Option을 신청하시면 통상의 통신속도

★5
로 이용가능한 월간 데이터 용량에 500MB 추가됩니다

★6
. 

이용료 300엔/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1)

대상기종

정액료 5,700엔/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3)

• 「WiMAX 2＋」의 패킷통신료는 「LTE Flat」의 정액료 및 상한액 대상입니다.

• 해외에서 이용하신 패킷통신료는 「LTE Flat」  정액료 또는 상한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외에서 이용하실 때는 「Overseas Double-Teigaku        」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P24 

4G LTE/
WiMAX 2+/

3G 통신의
통신속도제한

통신량 도달 통보에 대하여
당월 중에 이용하신 통신량이 6GB 및 7GB (�Tethering Option」 가입 시는 +500MB)를 초과한 다음 날 SMS(C-mail)로 알려 드립니다. 「Data Charge」를 
이용 중인 경우 당월 중에 이용하신 통신량이 월간 데이터 용량 및 구입 데이터 용량의 합계 잔량으로 5%, 1% 이하가 되면 au ID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알려 드립니다.

WiMAX 2＋ 옵션

이용료 불필요 (신청 불필요/당일 적용)

• 「WiMAX 2＋」 대응 기종인 경우 「LTE NET           」에 가입하시면 「4G LTE」 네트워크에 더하여 「WiMAX 2＋」 데이터 통신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

4G LTE(au VoLTE 대응) Android™ 스마트폰은 명칭 뒤에 (V)가 붙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동일합니다.

「Super Kakeho(Unlimited Calling Plan S)          」  「Kakeho(Unlimited Calling Plan)          」은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P03 P05

WEB 열람이나 E-mail을 이용하시려면 인터넷 연결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LTE Flat」 미가입인 경우 : 기존 플랜이 되고 송수신 데이터 양에 따라 패킷통신료가 과금됩니다.

스마트폰 단독 이용 시의 통신료 : 0.6엔/KB(1KB＝1,024바이트)

국내 통신료 상한액 : 20,000엔/월

★1: 월 중간에 가입 또는 해약 등을 하시면 이용료는 이용일수분의 일당 계산됩니다.

★2: 회선의 혼잡 상황 등에 따라 당사가 혼잡이 가장 적다고 판단한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4G LTE」 「WiMAX 2＋」를 이용하시는 경우 스마트폰/태블릿 화면에는 「4G」로 표시됩니다.

5,700엔/월

0 7GB

최대통신속도 128kbps

7GB를 초과하면 당월 말까지의
통신속도를 제한 하기

당월 이용하신 통신량 합계가 월간 데이터 용량을 초과하면 당월 말까지의 통신속도가 송수신 최대 128kbps(베스트 에포트형 서비스           )로 제한됩니다(통신속도의 
제한은 다음 달 1일에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Data Charge          」의 데이터 용량 구입분은 통신속도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3일간(당일은 제외)의 이용 통신량이 합계 3GB 이상인 경우는 통신속도를 종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남은 데이터 용량에 관계없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패킷통신료 정액 서비스 또는 데이터 정액 서비스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이용하신 통신료가 고액이 될 경우는 일시적으로 회선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스트 에포트형 서비스에 대하여
본 가이드에 기재된 통신 서비스는 모두 베스트 에포트형 서비스입니다. 기재된 속도는 기술규격상의 최대치이며 실제 사용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라도 고객님의 이용 환경, 회선 상황 등에 따라 통신속도가 대폭으로 저하되거나 통신자체를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테더링 시의 통신속도는 접속상대의 기기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신규 가입 시 신청하시고 동시에 3G 기기에서 4G LTE 스마트폰<Android™/ iPhone>/4G LTE 휴대전화로 기종을 변경하신 경우는 가입일부터 적용(정액료는 일당 계산)됩니다. 또 「LTE Flat」와 「기존 플랜」 간, 「LTE Flat」와 「Flat-rate Data」 간 변경은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Tethering Option에 대하여】 ★4: 「Flat-rate Data 1/2/3/5/8/10/13                  」에 가입하신 경우는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5: 테더링 시의 통신속도는 접속상대의 사용 기기 성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6: 옵션료 무료기간에는 통신량(500MB)은 
추가되지 않습니다. ※통신속도를 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통신량 추가는 신청하신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신청하신 타이밍에 따라서는 다다음 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P02 P04

P20

하기

P20

인터넷 연결 서비스

LTE NET

패킷통신료 정액 서비스

LTE Flat

PRICE PLAN   스마트폰 이용 요금

대상기종

상기

스마트폰

스마트폰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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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4G LTE（au VoLTE対応）Android™スマートフォンは名称の後ろに（V）がつきます。サービス内容は同様です。
「スーパーカケホ（電話カケ放題プランS） 　　 」「カケホ（電話カケ放題プラン） 　　 」ではご加入ができません。

4G LTE の
高速通信を
定額料金で。

定額料5,700円/月（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3）
• 「WiMAX 2＋」のパケット通信料は「LTEフラット」の定額料および上限額の対象です。
• 海外でのパケット通信料は「LTEフラット」の定額料もしくは上限額の対象外です（海外でのご利用は「海外ダブル定額 　　」をご確認ください）。P24

P03 P05

テザリングオプション
利用料500円/月★4（お申し込み必要／当月適用）
• スマホやタブレットをWi-Fiルーターにして、Wi-Fi対応のPCやゲーム機などでインターネットに接続できます。
• テザリングオプションのお申し込みで通常の通信速度★5でご利用可能な月間データ容量が500MB追加されます★6。

当月中にご利用の通信量が6GBおよび7GB（「テザリングオプション」加入時は＋500MB）を超えた翌日にSMS（Cメール）にて
お知らせします。「データチャージ」をご利用の場合、当月中にご利用の通信量が月間データ容量および購入データ容量の合計
残容量で5%・1%以下になった場合、au IDに登録されたメールアドレスにお知らせします。

通信量到達のお知らせについて

4G LTE/
WiMAX 2＋/

3G通信の
通信速度制限

当月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月間データ容量を超えた場合、当月末までの通信速度が送受信最大128kbps（ベストエフォート型サービス　    ）と
なります (通信速度の制限は、翌月１日に順次解除されます)。「データチャージ　    」のデータ容量購入分については、通信速度の制限なくご利用い
ただけます。
ネットワーク混雑回避のために、直近3日間（当日は除く）に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3GB以上の場合、通信速度を終日制限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残データ容量に関わらず制限の対象となります）。
パケット通信料定額サービスまたはデータ定額サービスのご加入の有無に関わらず、ご利用の通信料が高額となる場合は、一時的に回線を停止させてい
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下記

★1：月の途中でのご加入またはご解約などの場合、利用料はご利用日数分の日割となります。
★2：回線の混雑状況等に応じ、より混雑が少ないと当社が判断したネットワークに接続します。「4G LTE」「WiMAX 2＋」ご利用の場合、スマートフォン/タブレットの画面表示は「4G」となります。

利用料300円/月（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1）

WiMAX 2＋オプション
利用料不要（お申し込み不要／当日適用）
• 「WiMAX 2＋」対応機種なら「LTE NET  　　」ご加入で、「4G LTE」のネットワークに加え、「WiMAX 2＋」のデータ通信もご利用いただけます★2。上記

WEB閲覧やEメールのご利用には、インターネット接続サービスへのご加入が必要です。
「LTEフラット」未加入の場合：従量プランとなり、送受信データ量に応じてパケット通信料が課金されます。
スマートフォン単独利用時通信料：0.6円/KB（1KB＝1,024バイト）
国内通信料上限額：20,000円/月

「データ通信オプション」データチャージ        P20

当月の通信料

5,700円/月

月間データ容量0 7GB

最大通信速度128kbps

7GBを超えると当月末までの
通信速度を制限 下記

本ガイドに記載の通信サービスはいずれもベストエフォート型サービスです。記載の速度は技術規格上の最大値であり、実使用速度を
示すものではありません。エリア内であってもお客さまのご利用環境、回線の状況等により、通信速度が大幅に低下したり、通信自体が
ご利用いただけなくなる場合があります。また、テザリング時の通信速度は接続先の機器能力に依存します。

ベストエフォート型サービスについて

★3：新規加入時にお申し込み、および3G機器から4G LTEスマートフォン〈Android™/iPhone〉/4G LTEケータイへの機種変更の場合は、加入日からの適用（定額料は日割）となります。なお、「LTEフラット」「従量プラン」間、「LTEフラット」「データ定額」
間の変更は、翌月からの適用となります。
【テザリングオプションについて】★4：「データ定額1/2/3/5/8/10/13　　          」にご加入の場合、利用料は無料です。★5：テザリング時の通信速度は接続先の機器能力に依存します。★6：オプション料の無料期間は通信量（500MB）は追加
されません。※通信速度を制限されずに利用できる通信量の追加は、お申し込み翌日からの適用となります。お申し込みのタイミングによっては翌々日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P02 P04

P20

対象機種

パケット通信料定額サービス
LTEフラット

インターネット接続サービス
LTE NET

対象機種

PRICE PLAN　スマートフォンのご利用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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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통신량 도달 통보에 대하여
「Data Charge」를 이용 중인 경우 당월 중에 이용하신 통신량이 월간 데이터 용량 및 구입 데이터 용량의 합계 잔량으로 5%, 1% 이하가 되면 
au ID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알려 드립니다.

4G LTE/
WiMAX 2+/

3G 통신의
통신속도제한

당월 이용하신 통신량 합계가 월간 데이터 용량을 초과하면 당월 말까지의 통신속도가 송수신 최대 128kbps(베스트 에포트형 서비스          )로 제한됩니다
(통신속도의 제한은 다음 달 1일에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Data Charge        」의 데이터 용량 구입분 또는 「Extra Option」을 신청하신 경우는 
통신속도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3일간(당일은 제외)의 이용 통신량이 합계 3GB 이상인 경우는 통신속도를 종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tra 
Option」을 신청하신 경우도 남은 데이터 용량에 관계없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이용하신 통신료가 고액이 될 경우는 일시적으로 회선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07

P20

스마트폰과 세트로 부담 없이 이용하실 수 있는 플랜입니다.

Tablet Plan ds(3년 계약)/(2년 계약)

PRICE PLAN   태블릿 이용 요금

대상기종

태블릿

인터넷 연결 서비스

이용료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  WEB 열람이나 E-mail을 이용하시려면 인터넷 연결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LTE NET 300엔/월P07

합계

요금 플랜★1

1,700엔/월 [2년 계약: 2,500엔/월]

이용 조건
au 스마프폰으로 세트 대상 데이터 정액 서비스/요금 플랜           을 계약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태블릿 1회선당 스마트폰(또는 4G LTE 휴대전화) 1회선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하기

Tablet Plan ds (3년 계약)★2
※「Data Charge         」에 가입하셔야 합니다.P20

2,000엔/월 [2년 계약: 2,800엔/월]태블릿 이용 요금이

4G LTE  스마트폰 ………… 「Flat-rate Data 1 /2/3/5/8/10/13                  」 「LTE Flat          」            

■세트 대상 데이터 정액 서비스/요금 플랜(4G LTE 스마트폰)  ※하기 이외의 요금 플랜에 대해서는 au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공유공유
스마트폰의 월간

데이터 용량

8GB 
P19

태블릿의
월간 데이터 용량 : 0GB

★3 예를 들면 … 「Flat-rate Data 8」을 이용 중인 스마트폰과 세트로 이용하시는 경우

태블릿 스마트폰

0GB

        

세트로 이용 중인 스마트폰의
월간 데이터 용량을 공유합니다.

Data Share
※이용 시는 「Data Share          」 설정을 하셔여 합니다.P19

P02 P04 P07

     「Tablet Plan ds (3년 계약)」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초회 갱신 후는 2년 계약이 됩니다(기본사용료 및 명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폐지 신청이 없는 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 기간 이외의 해약•

일시정지•요금 플랜 등을 변경할 경우 계약해제료(9,900엔)가 필요합니다.      「Tablet Plan ds (2년 계약)」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폐지 신청이 없는 한 2년 단위로 계약(자동 갱신)됩니다. 갱신기간 

이외의 해약•일시정지•요금 플랜 등을 변경할 경우 계약해제료(9,500엔)가 필요합니다. 「Tablet Plan ds (2년 계약)」의 경우에 「Tablet Plan ds (3년 계약)」 또는 그 밖의 플랜에서 「Everybody 

Discount Single         」로 플랜을 변경할 때는 계약해제료가 필요 없습니다.      세트로 이용하시는 스마트폰을 해약 또는 대상 외의 「데이터 정액 서비스」로 변경하신 경우는 태블릿 요금 플랜 「Tablet 

Plan ds (3년 계약)/ (2년 계약)」를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태블릿의 요금 플랜을 변경하셔야 하고 계약해제료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이용하신 패킷 통신은 별도의 패킷통신료가 

필요합니다. 

P11

★1 : 별도의 유니버설 서비스료          가 필요합니다. ★2: 일본 국내 SMS(C-mail)를 이용하신 경우는 송신 3엔/회(수신은 무료)이 필요합니다. ★3: 2016년 6월 이용분까지 월간 데이터 용량 10MB가 부여됩니다. ※ 「au Smart 
Value          」 「Everybody Discount Single           」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Smartphone Set Discount」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 플랜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5년 이후에 발매된 기종은 플랜 명칭에 (L)이 붙습니다. ※가입하신 날부터 일당 적용됩니다. 월 중간에 해약 등을 하시면 이용일수분의 일당 계산됩니다. 

P02

P15 P11

【사무수수료에 대하여】 신규 계약 시 및 기종 변경 시는 계약사무수수료(3,000엔)가 필요합니다. 또 기종 변경 중 4G 태블릿(2015년 이후 발매) 간, 4G LTE 태블릿(2014년 이전 발매) 간 변경(증설) 등의 경우는 계약사무수수료(2,000엔)가 
필요합니다.

08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合 計

6,934円/月～

スマホとセットでご利用いただく、お手軽プランです。

料金プラン★1

1,700円/月［2年契約：2,500円/月］

ネット接続サービス

利用料 LTE NET    　300円/月

タブレットプラン  ds（3年契約）/（2年契約）

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

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

タブレットプラン ds（3年契約）★2

※「データチャージ　　　」へのご加入が必要です。

　 WEB 閲覧やEメールのご利用には、インターネット接続サービスへのご加入が必要です。

タブレットのご利用料金が　2,000円 /月［ 2年契約：2,800円 /月］

通信量到達の
お知らせについて

「データチャージ」をご利用の場合、当月中にご利用の通信量が月間データ容量および購入データ容量の合計残容量で5%・1%以下になった場合、au IDに登録されたメールアドレ
スにお知らせします。

★1：別途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  がかかります。★2：国内SMS（Cメール）ご利用の場合、送信3円/回（受信は無料）がかかります。★3：2016年6月ご利用分まで月間データ容量10MBが付きます。※「auスマートバリュー  」「誰でも割
シングル 」はお申し込みいただけません。※「スマホセット割」のお申し込みが必要です。ただし、本プランは割引対象外です。
※2015年以降発売の機種はプラン名称に（L）がつきます。※加入日からの日割適用となります。月の途中でのご解約などの場合、ご利用日数分の日割となります。

P15
P11

P02

4G LTEスマートフォン…………「データ定額1 / 2 / 3 / 5 / 8 / 10 /13　　       」「LTEフラット       」P02 P04 P07 

■セット対象のデータ定額サービス/料金プラン（4G LTEスマートフォン） ※下記以外の料金プランについて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タブレットプラン ds（3年契約）」の契約期間は3年となり、初回更新後は2年契約となります（基本使用料・名称は変わりません）。廃止のお申し出がない限り、自動更新となります。更新期間以外で解約・
一時休止・料金プランの変更などを行うと、契約解除料（9,900円）がかかります。     「タブレットプラン ds（2年契約）」の契約期間は2年となり、廃止のお申し出がない限り、2年契約（自動更新）となり
ます。更新期間以外で解約・一時休止・料金プランの変更などを行うと、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ただし「タブレットプラン ds（2年契約）」の場合、「タブレットプラン ds（3年契約）」やその他
プランで「誰でも割シングル 　　」へのプラン変更は、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せん。  セットでご利用になるスマートフォンを解約または対象外の「データ定額サービス」に変更された場合は、タブレット
の料金プラン「タブレットプラン ds（3年契約）/（2年契約）」を継続して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タブレットの料金プラン変更が必要となり、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す。     海外でのパケット通信は、別途パケッ
ト通信料がかかります。   

当月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月間データ容量を超えた場合、当月末までの通信速度が送受信最大128kbps（ベストエフォート型サービス        ）となります（通信速度の制限は、翌月1日に
順次解除されます）。「データチャージ        」のデータ容量購入分または「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をお申し込みの場合、通信速度の制限なくご利用いただけます。
ネットワーク混雑回避のために、直近3日間（当日は除く）に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3GB以上の場合、通信速度を終日制限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お申し込
みの場合も、残データ容量に関わらず制限の対象となります）。
ご利用の通信料が高額となる場合は、一時的に回線を停止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4G LTE/

WiMAX 2＋/3G
通信の通信速度制限

P07

P20

共有

スマホ
共有

スマホの月間
データ容量

8GB
セットでご利用のスマートフォンの
月間データ容量をシェアします。 
データシェア P19

タブレットの
月間データ容量 0GB★3 例えば・・・「データ定額8」をご利用のスマートフォンとセットでご利用の場合

タブレット

0GB

※ご利用には｢データシェア        」の設定が必要です。P19

：

対象機種

P07

【事務手数料等について】新規ご契約時および機種変更時は契約事務手数料（3,000円）がかかります。ただし、機種変更のうち、4G LTEタブレット（2015年以降発売）間、4G LTEタブレット（2014年以前発売）間の変更（増設）等の
場合は、契約事務手数料（2,000円）がかかります。

ご利用条件 auスマートフォンで、セット対象のデータ定額サービス/料金プラン        をご契約の方が対象です。
タブレット1回線につき、スマートフォン（または4G LTEケータイ）1回線のご利用が必要です。

下記

P20

P11

PRICE PLAN　タブレットのご利用料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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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인터넷 연결 서비스

이용료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

고속통신을 7GB까지 안심 정액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EB 열람이나 E-mail을 이용하시려면 인터넷 연결 서비스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태블릿만 이용하시는 분께 추천 플랜

LTE NET 300엔/월P07

Data Charge         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P20

합계 6,000엔/월

PRICE PLAN   태블릿 이용 요금

요금 플랜

「Everybody Discount Single          」   적용 시

기본사용료★1

（적용 전: 6,700엔/월）

P11

5,700엔/월
LTE Flat for Tab/Tab(i) /Tab(L)★2

Everybody Discount Single       
＋

�au Smart Value� 적용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LTE Flat for Tab/Tab(i)/Tab(L)」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경우 본 캠페인의 「Smartphone Set Discount」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G LTE/WiMAX 2＋/3G 통신에 관한 통신량 도달 통보에 대해서는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해외에서 이용하신 패킷통신료          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verybody Discount Single         」는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중도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필요합니다(갱신기간은 제외). 「Everybody 
Discount Single」 대상 외의 기종으로 기종 변경 시 「Everybody Discount          」로 변경하실 경우는 계약해제료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서비스 계약 
기간도 인계됩니다. ※가입월부터 일당 계산 적용됩니다. 월 중간에 해약 등을 하시면 이용일수분의 일당 계산됩니다. 또 해약 등으로 「Everybody Discount 
Single」에 가입하신 경우는 일당 계산이 아닌 정액료가 부과됩니다.

7GB를 초과한 경우 등 규정치에 달하면 「통신속도제한         」이 걸립니다.

P23

P19

P11

P11

P10

【사무수수료에 대하여】 신규 계약 시 및 기종 변경 시는 계약사무수수료(3,000엔)가 필요합니다. 또 기종 변경 중 4G 태블릿(2015년 이후 발매) 간, 4G LTE 태블릿(2014년 이전 발매) 간 변경(증설) 등의 경우는 계약사무수수료(2,000엔)가 
필요합니다.

★1: 별도의 유니버설 서비스료            가 필요합니다. ★2: 일본 국내 SMS(C-mail)를 이용하신 경우는 송신 3엔/회(수신은 무료)이 필요합니다.P02

P11

대상기종

태블릿용 단독형 플랜
태블릿

<LTE Flat for Tab/Tab(i)/Ta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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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高速通信が7GBまで安心の定額料で使えます。 

合 計 6,000円/月

ネット接続サービス

利用料
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

LTE NET 300円/月
WEB閲覧やEメールのご利用には、インターネット接続サービスへのご加入が必要です。

P07

タブレットのみでご利用いただく方におすすめのプラン データチャージ 　　も
ご利用いただけます！

P20

5,700円/月
LTEフラット for Tab/Tab（i）/Tab（L）

＋
誰でも割シングル

★2

P11

料金プラン
「誰でも割シングル       」適用時

基本使用料★1

（適用前：6,700円/月）

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

P11

「auスマートバリュー」の適用をご希望の場合は、「LTEフラット for Tab/Tab（i）/Tab（L）」のお申し込みが必要です。その場合、「スマホセット割」の割引は適用
されません。
4G LTE/WiMAX 2＋/3G通信の通信量到達のお知らせについては　　  でご確認ください。
海外でのパケット通信料　　　は、対象外です。

「誰でも割シングル　　  」は2年単位で自動更新となります。途中解約などの場合、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更新期間を除く）。「誰でも割シングル」
対象外機種への機種変更時に「誰でも割　　  」へ変更される場合は、契約解除料はかからず、以前のサービスの契約期間も引き継ぎます。※加入月からの日割
適用となります。月の途中でのご解約などの場合、ご利用日数分の日割となります。なお、ご解約などで「誰でも割シングル」加入の場合、日割とならず、定額料が
かかります。
7GBを超えた場合など、規定値に達すると「通信速度制限　　  」がかかります。

P23

P19

P10

P11
P11

【事務手数料等について】新規ご契約時および機種変更時は契約事務手数料（3,000円）がかかります。ただし、機種変更のうち、4G LTEタブレット（2015年以降発売）間、4G LTEタブレット（2014年以前発売）間の変更（増設）等の
場合は、契約事務手数料（2,000円）がかかります。

★1：別途、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       がかかります。★2：国内SMS（Cメール）ご利用の場合、送信3円/回（受信は無料）がかかります。P02

PRICE PLAN　タブレットのご利用料金

対象機種

〈LTEフラット for Tab/Tab（i）/Tab（L）〉
タブレット単独型プラン

09



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1: 월 중간에 해약 등을 하시면 이용일수분의 일당 계산됩니다. 또 해약 등으로 「Everybody Discount Single」에 가입하신 경우는 일당 계산이 아닌 정액료가 부과됩니다. ★2: 폐사가 실시하는 다른 시책과 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시책에 기한은 
없지만 내용이 변경될 경우는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3: 각종 할인 서비스 적용 후의 월액 기본사용료에서 할인합니다. 신규 계약・기종 변경하신 당일 이용분부터 자동적으로 25개월 할인하고 그후 통상 요금이 됩니다. 할인대상 금액이 할인액보다 적을 
때에는 할인대상 금액을 상한액으로 할인합니다. 할인 대상기간 중에 기종 변경・일시정지・해약 등을 신청하시면 수속 완료 전날까지 할인합니다. ★4: 「WiMAX 2＋ 할인」이 자동 적용됩니다. 또 「au Smart Value mine」도 대상이 됩니다. ★5: 「WiMAX 2＋ 
할인」 적용 중에는 요금 플랜을 변경하신 경우도 계속 적용됩니다. 단 「au Smart Value mine(4년)」 플랜에서 다른 요금 플랜으로 변경하신 경우는 할인을 종료합니다. ★6: 고속 플러스 지역 모드를 선택하고 통신하면 옵션료가 필요합니다(신청 불요). 또 다른 
모드로 변경 선택한 경우라도 그 달의 이용료는 일당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WiMAX 2＋ 할인★2 ★3을 이용하면 경제적

조
건

신규 계약・기종 변경으로 WiMAX 2＋ 대응 공유기를 구입과 동시에 
「WiMAX 2＋ Flat for DATA EX」에 가입하신 분★4.

4,380엔/월
(26개월째 이후 4,880엔/월)

신규 계약 시 및 기기 간 변경(증설 포함)은 계약사무수수료(3,000엔)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또 Wi-Fi 공유기 간 변경(증설) 등의 경우는 계약사무수수료(2,000엔)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Everybody Discount Single         」은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중도 해약 등에는 계약해제료(9,500엔)가 필요합니다(갱신기간은 제외).

「WIMAX 2＋ 할인」과  「au Smart Value (공유기 할인)」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유니버설 서비스료          가 필요합니다.

P11

P02

WiMAX 2＋ 할인★2 ★3을 이용하면 경제적

조
건

신규 계약・기종 변경으로 WiMAX 2＋ 대응 공유기를 구입과 동시에 
「WiMAX 2＋ Flat for DATA」에 가입하신 분★4.

3,696엔/월
(26개월째 이후 4,196엔/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1

★1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1

< 고속 플러스 지역 모드를 이용하신 달에만★6> 옵션 이용료 1,005엔/월

통신속도제한

「WiMAX 2＋」 「4G LTE」의 당월 이용하신 통신량 합계가 7GB를 초과하면 당월 말까지의 통신속도가 송수신 최대 128kbps로 
제한됩니다(통신속도의 제한은 다음 달 1일에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Extra Option」을 신청하신 경우는 통신속도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3일간 「WiMAX 2＋」 「4G LTE」의 이용 통신량이 합계 3GB 이상인 경우는 통신속도를 
종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tra Option」  가입 시도 대상).

이용하신 통신료가 고액이 될 경우는 일시적으로 회선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간 용량 제한에 대하여]

[그 밖의 통신제한에 대하여]

PRICE PLAN   Wi-Fi 공유기 이용 요금

대상기종

WiMAX 2+ 대응 공유기의 요금 플랜

Extra Option
이용료 2,500엔/2GB (신청 필요/당월 적용

＊1
)

• 당월 월간 데이터 용량 7GB(�Tethering Option」 가입 시는 +500MB)를 초과한 경우라도 통신속도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월간 데이터 용량 7GB 초과 후 2GB마다 2,500엔이 자동 가산됩니다

＊2.

WiMAX 2＋ Flat for DATA EX에 가입하신 경우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최대 25개월간(가입월 포함)

「WiMAX 2＋ 할인」 적용후 합계

최대 25개월간(가입월 포함)

「WiMAX 2＋ 할인」 적용후 합계

공유기

스마트폰과 세트로 이용하면

스마트폰 요금이 할인!
이 경제적

스마트폰
Smart Value P16

Wi-Fi 공유기 1대라도

500엔/월 할인
★5

최대 25개월간(가입월 포함)

「WiMAX 2＋ 할인」으로

Wi-Fi 공유기 1대라도

500엔/월 할인
★5

최대 25개월간(가입월 포함)

「WiMAX 2＋ 할인」으로

부담 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을 위한 플랜

프로바이더 이용료 포함
(LTE NET for DATA)

프로바이더 이용료 포함
(LTE NET for DATA)

요금 플랜
「Everybody Discount Single          」 적용 시

기본사용료
（적용 전: 5,880엔/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1

P11
WiMAX2＋ Flat

for DATA EX(2년 계약)＊

4,880엔/월

WiMAX2＋ Flat
for DATA

4,196엔/월

요금 플랜
「Everybody Discount Single          」 적용 시

기본사용료
（적용 전: 5,196엔/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1

P11

제한 있음
고속 플러스 지역 모드
월간 데이터 용량(7GB)제한 없음※고속 모드

월간 데이터 용량

고속 모드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으신 분을 위한 플랜

＊: 「WiMAX 2＋ Flat for DATA」에 비하면 이용하시는 지역의 혼잡 상황에 따라 속도가 저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고속 플러스 지역 모드에서 당월 이용 통신량이 7GB를 초과하여 월간 용량의 통신속도가 
제한된 후에는 고속 모드 통신을 포함하여 당월 중에는 「WiMAX 2＋」 「4G LTE」의 통신속도가 
제한됩니다. 월간 용량 제한 이외의 통신속도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통신속도제한 하기

제한 있음
고속 플러스 지역 모드
월간 데이터 용량(7GB)제한 있음

고속 모드
월간 데이터 용량(7GB)

통신속도제한 하기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Extra Option」은 다음 달 적용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월 중간에 당월 적용으로 가입하신 경우는 가입하신 다음 날부터 속도 제한없이 이용하실 수 있지만, 이용료는 옵션 가입 전의 이용분을 포함한 통신량 합계로 계산됩니다.
*2: 당월 월간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는 고액이 됩니다. 또 폐지하신 경우는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Data Charge와 병용할 수 없습니다.

10

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WiMAX 2＋フラット for DATA EXにご加入の場合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

新規ご契約時および機器間の変更（増設含む）は契約事務手数料（3,000円）が別途かかります。ただし、Wi-Fiルーター間の変更（増設）等の場合は、契約事務手数料（2,000円）
が別途かかります。

「誰でも割シングル　　  」は2年単位で自動更新となります。途中解約などの場合、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更新期間除く）。
「WiMAX 2＋おトク割」と「auスマートバリュー（ルーター割引）」の併用はできません。
別途、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　　  がかかります。

P11

P02

3,696円/月
（26ヶ月目以降4,196円/月）

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
利用料2,500円/2GB（お申し込み必要／当月適用＊1）
• 当月の月間データ容量7GB（「テザリングオプション」加入時は＋500MB）を超過した場合でも、通信速度制限なくご利用いただけます。
• 月間データ容量7GB超過後2GBごとに2,500円が自動加算されます＊2。

ハイスピードモードを思いっきり使いたい方向けのプラン お手軽に使いたい方向けのプラン

「WiMAX 2＋おトク割」適用後合計
最大25ヶ月間（加入月含む）

WiMAX 2＋フラット
for DATA EX（2年契約）＊

4,880円/月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1

料金プラン
「誰でも割シングル　　 」適用時

基本使用料
（適用前：5,880円/月）

P11

プロバイダー利用料込み
（LTE NET for DATA）

ハイスピードモード
月間データ容量 制限なし※

＊：「WiMAX 2＋フラット for DATA」と比較すると、ご利用されるエリアの混雑状況により
速度が低下する場合があります。
※：ハイスピードプラスエリアモードで当月の通信量が7GBを超え、月間容量の通信速度が
制限された後は、ハイスピードモードの通信含め当月中は「WiMAX 2＋」「4G LTE」の通信
速度は制限されます。月間容量制限以外の通信速度については　　　　           をご確認
ください。

WiMAX 2＋おトク割★2★3でおトクに

条
件

新規契約・機種変更でWiMAX 2＋対応ルーターをご購入と同時に、
「WiMAX 2＋フラット for DATA」へご加入★4。

Wi-Fiルーター 1台でも
「WiMAX 2＋おトク割」で 500円/月割引★5
最大25ヶ月間（加入月含む）

4,380円/月
（26ヶ月目以降4,880円/月）

「WiMAX 2＋おトク割」適用後合計
最大25ヶ月間（加入月含む）

WiMAX 2＋おトク割★2★3でおトクに

条
件

新規契約・機種変更でWiMAX 2＋対応ルーターをご購入と同時に、
「WiMAX 2＋フラット for DATA EX」へご加入★4。

Wi-Fiルーター 1台でも

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1 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1

「WiMAX 2＋おトク割」で 500円/月割引★5
最大25ヶ月間（加入月含む）

WiMAX 2＋フラット
for DATA

4,196円/月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1

料金プラン
「誰でも割シングル　　 」適用時

基本使用料
（適用前：5,196円/月）

P11

プロバイダー利用料込み
（LTE NET for DATA）

ハイスピードプラスエリアモード
月間データ容量（7GB）

ハイスピードプラスエリアモード
月間データ容量（7GB）

ハイスピードモード
月間データ容量（7GB）制限あり制限あり 制限あり

通信速度制限 下記

をご確認ください。通信速度制限 下記

「WiMAX 2＋」「4G LTE」の当月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7GBを超えた場合、当月末までの通信速度が送受信最大
128kbpsとなります（通信速度の制限は、翌月1日に順次解除されます）。「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をお申し込みの場合は、通信
速度の制限なくご利用いただけます。
ネットワーク混雑回避のために、直近3日間に「WiMAX 2＋」「4G LTE」の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3GB以上の場合、終日速
度制限を行います（「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加入の場合も対象）。
ご利用の通信料が高額となる場合は、一時的に回線を停止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通信速度制限

【月間容量制限について】

　　

【その他の通信制限について】　　

★1：月の途中でのご解約などの場合、ご利用日数分の日割となります。なお、ご解約などで「誰でも割シングル」加入の場合、日割とならず、定額料がかかります。★2：弊社が実施する他の施策とは併用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本施策に期限はありません
が、内容が変更になる場合には事前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3：各種割引サービス適用後の月額基本使用料から割引します。新規契約・機種変更された当日のご利用分から自動的に25ヶ月割引し、その後通常料金となります。割引対象金額が割引額を
下回る場合は、割引対象金額を上限として割引します。割引対象期間中に機種変更・一時休止・解約などを申し込まれた場合、お手続き完了の前日までの割引となります。★4：「WiMAX 2＋おトク割」は自動適用となります。また、「auスマートバリュー 
mine」のプランも対象です。★5：「WiMAX 2＋おトク割」適用中に、料金プランを変更された場合も、適用を継続します。ただし、「auスマートバリュー mine（4年）」のプランから他の料金プランへ変更された場合は割引を終了します。★6：ハイスピードプラス
エリアモードを選択して通信を行うとオプション料がかかります（お申し込み不要）。また、別モードを選択し直した場合でも同月の利用料は日割とはなりません。

＊1：「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は翌月適用もご選択いただけます。当月適用のお申し込みで月途中からご加入いただいた場合、加入の翌日から速度制限なくご利用いただけますが、利用料はオプション加入前のご利用分を含めた通信量
の合計での計算となります。＊2：当月の月間データ容量によっては高額となります。また、廃止される場合はお申し込みの翌月からとなりますのでご注意ください。※データチャージとの併用はできません。

スマホとセットのご利用なら
スマホの料金が割引に！がおトク P16

1,005円/月〈ハイスピードプラスエリアモードご利用月のみ★6〉オプション利用料

PRICE PLAN　Wi-Fiルーターのご利用料金

対象機種WiMAX 2＋対応ルーターの料金プラ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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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정액료 불필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　

2년 단위로 계속 이용하시면 기본사용료가 할인됩니다. 폐지 신청이 없는 한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기간이 아닌 달에 해약 • 일시정지 •  「Everybody Discount」를 폐지하시면 계약해제료 9,500엔이 필요합니다★1.

★1 : 「One-year Discounted Subscription⌟에서 「Everybody Discount⌟로 변경하는 경우 계약해제료는 필요없지만 이전의 서비스 계약기간은 인계되지 않습니다. 「Everybody Discount⌟ 「Everybody Discount Single⌟간 변경 시는 계약해제료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서비스 계약기간도 인계됩니다. 「Everybody Discount⌟는 au 가입 1 1 년째 이후에 「Family Discount         」에 가입하신 경우는 계약해제료가 3,000엔입니다. ★2 : 해약・일시정지・ 「Everybody Discount⌟・「Everybody Discount 
Single⌟을 폐지한 경우에는 갱신기간에 관계없이 당월 이용분까지 할인됩니다.

2년 단위로 기본사용료 할인 !

P12

기본사용료  반액
2년 계약으로

「Super Kakeho(Unlimited Calling Plan S)        」의 경우P03

2년 계약으로 기본사용료

1,500엔/월 OFF

스마트폰

예를 들면

● 그 밖의 요금 플랜에 대해서는 각 요금 플랜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au 고객지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TE Plan       」의 경우P06

예를 들면

계약기간에 대하여

「Everybody Discount Single」로 기본사용료

1,000엔/월 OFF

P28

기본사용료 할인

Everybody Discount

PRICE PLAN   요금할인 서비스

대상기종

신청월 + 다음 달부터 2년간

요금할인 요금할인 요금할인

계약해제료가 필요합니다 계약해제료가 필요합니다갱신기간

1개월째•2개월째
자동갱신

다음의 2년간

계약해제료가 필요합니다

자동갱신

다음의 2년간

갱신기간

계약해제료는 불필요★2

★3: 「Everybody Discount」  「Everybody Discount Single」간 변경 시는 계액해제료가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서비스 계약기간도 인계됩니다.

2년 단위의 계속 이용으로 기본사용료가 할인됩니다. 폐지 신청이 없는 경우는 2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기간이 아닌 달에 해약・일시정지・본 할인을 폐지하시면 계약해제료 9,500엔이 필요합니다★3.

기본사용료 할인

Everybody Discount Single
대상기종

태블릿
공유기

「LTE Flat for Tab/Tab(i) /Tab(L)       」의 경우

※갱신월이 2016년 5월인 계약부터 갱신기간이 2개월로 확대됩니다.

※갱신월이 2016년 5월인 계약부터 갱신기간이 2개월로 확대됩니다. 「계약기간」 이미지는 「Everybody Discount           」 그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09

상기

갱신기간

1개월째•2개월째

갱신기간

계약해제료는 불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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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定額料不要（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
2年単位の継続利用で基本使用料が割引になります。廃止のお申し出がない限り、2年単位で自動更新されます。
更新期間以外で解約・一時休止・「誰でも割」の廃止を行うと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1。 

2年単位で基本使用料を割引!

★3：「誰でも割」「誰でも割シングル」間での変更の場合、契約解除料はかからず、以前のサービスの契約期間を引き継ぎます。

基本使用料 半額「LTEプラン　  」の場合
例えば

P06

「スーパーカケホ（電話カケ放題プランS）　   の場合P03

2年契約で

2年契約で

基本使用料
1,500円/月OFF

例えば

契約期間について
1ヶ月目・2ヶ月目

更新期間

1ヶ月目・2ヶ月目

更新期間

料金割引

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す

料金割引料金割引

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す

申込月＋翌月から2年間

自動更新 自動更新 

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す

2年単位の継続利用で基本使用料が割引になります。廃止のお申し出がない限り、2年単位で自動更新されます。
更新期間以外で解約・一時休止・本割引の廃止を行うと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3。

LTEフラット for Tab/Tab（i）/Tab（L） 　  の場合P09

「誰でも割シングル」で 基本使用料

1,000円/月OFF

※2016年5月に更新月を迎えるご契約から、更新期間を2ヶ月間へ拡大しました。

★1：「年割」から「誰でも割」への変更の場合、契約解除料はかかりませんが、以前のサービスの契約期間は引き継ぎされません。「誰でも割」「誰でも割シングル」間での変更の場合、契約解除料はかからず、以前のサービスの契約期間を引き継ぎます。
「誰でも割」はauご加入11年目以降で、「家族割        」にご加入の場合、契約解除料は3,000円となります。★2：解約・一時休止・「誰でも割」「誰でも割シングル」を廃止した場合、更新期間に関わらず、当月利用分までの割引となります。P12

● その他の料金プランについては各料金プラン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更新期間については「auお客さまサポート        」よりご確認できます。P28

※2016年5月に更新月を迎えるご契約から、更新期間を2ヶ月間へ拡大しました。「契約期間」のイメージは「誰でも割        」の図をご確認ください。上記

契約解除料は不要★2

次の2年間次の2年間

契約解除料は不要★2

基本使用料割引
誰でも割 対象機種

基本使用料割引
誰でも割シングル 対象機種

PRICE PLAN　料金割引サービ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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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정액료 불필요 (신청 필요/당월 적용)　

• 「Everybody Discount        」 와  「Family Discount」 양쪽 모두 신청하셔야 합니다.

• 동일한 「Family Discount」에 가입하신 가족간에 할인이 적용됩니다. 「Family Discount」를 신청하실 때에는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P25

가족간 일본국내 발신 SMS(C-mail) 무료!
(가족간의 일본국내 통화료도 24시간 무료 ★)

★: 「Everybody Discount」 갱신월에 할인 폐지・회선 해약・일시정지 하시면 할인은 전월말까지 적용되고, 「Unlimited Calling Plan                  ⌟ 이외는 당월 통화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CDMA 프리페이드 카드로 이용하신 통화는 가족간 통화료의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화제한에 대하여】 ※연속해서 장시간에 걸쳐 통화하는 등 기타 통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당사가 판단한 경우는 해당 통화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11

P02 P04

• 2~10회선까지 계약 가능! 

• 떨어져 사는 가족도 OK.

• 청구서는 가족 각자에게 청구도 OK.

Family
Discount의 특징

통화료 할인

Everybody Discount + Family Discount
스마트폰

정액료 불필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　

「Everybody Discount Light」는 「Everybody Discount          」 「Smile-heart Discount」와  병용할 수 없습니다.P11

2년간 계속 이용하면 기본사용료 할인. 3년째 이후는 할인액은 그대로이고 계약해제료는 없습니다.
2년 이내에 해약•일시정지•본 할인을 폐지하면 계약해제료 9,500엔이 필요합니다★1.

★1 : 「One-year Discounted Subscription」  「Everybody Discount          」에서 「Everybody Discount Light」로 변경하면 계약해제료는 필요 없지만 이전의 서비스 계약기간은 인계되지 않습니다. ★2: 해약・일시정지・「Everybody Discount Light」를 
폐지한 경우에는 당월 이용분까지 할인됩니다. 

기본사용료 할인

Everybody Discount Light
스마트폰

 ● 대상 요금 플랜에 대해서는 각 요금 플랜 페이지 및 au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Super Kakeho(Unlimited Calling Plan S)         」

「Kakeho(Unlimited Calling Plan)         」

P03

P05

1,200엔/월 OFF  기본사용료
 

계약기간에 대하여

신청월 + 다음 달부터 2년간

요금할인
★2 요금할인

★2

계약해제료가 필요합니다 3년째 이후는 계약해제료가 필요 없습니다

3년째 이후

요금 할인액은 3년째 이후도 그대로!

P11

3년째 이후 계약해제료 불필요

3년째 이후도 할인액은 그대로

PRICE PLAN   요금할인 서비스

NEW

대상기종

대상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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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家族間の国内発信SMS（Cメール）無料!
（家族間の国内通話料も24時間無料★）

定額料不要（お申し込み必要／当月適用）
• 「誰でも割 　　」と「家族割」両方のお申し込みが必要です。
• 同一の「家族割」にご加入の家族宛通話で割引が適用されます。「家族割」お申し込み時には、家族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の書類 　　が必要と

なる場合があります。

P11

P25

家族割の
特長

• 2～10回線まで組める！
• 離れて暮らしていてもOK。
• 請求先はご家族それぞれでもOK。

★：「誰でも割」の更新月に割引廃止・回線の解約・一時休止をおこなった場合、割引は前月末までの適用となり、「電話カケ放題プラン     　    　」以外は当月通話料がかかります。また、CDMAぷりペイドカードによる通話は、家族間通話料割引の
対象となりません。
【通話制限について】※通話が連続して長時間におよぶなど、その他の通信に影響をおよぼすと当社が判断した場合は、当該通話を切断する場合があります。 

P02 P04

定額料不要（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

2年間の継続利用で基本使用料を割引。3年目以降は割引額はそのまま、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せん。 
2年以内で解約・一時休止・本割引の廃止を行うと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1。

「誰でも割ライト」は「誰でも割　　  」「スマイルハート割引」との併用はできません。P11

契約期間について

料金割引★2

3年目以降は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せん

3年目以降

料金割引★2

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す

申込月+翌月から2年間

料金割引額は3年目以降もそのまま!

● 対象料金プランについては、各料金プランページおよびauホームページで詳細をご確認ください。

スマホ

「スーパーカケホ（電話カケ放題プランS）        」
「カケホ（電話カケ放題プラン）        」

P03

P05

1,200円/月OFF 3年目以降も 割引額はそのまま基本使用料
3年目以降 契約解除料不要

★1:「年割」「誰でも割       」から「誰でも割ライト」への変更の場合、契約解除料はかかりませんが、以前のサービスの契約期間は引き継ぎされません。★2:解約・一時休止・「誰でも割ライト」を廃止した場合、当月利用分までの割引となります。P11

対象機種

通話料割引
誰でも割＋家族割

対象機種

基本使用料割引
誰でも割ライト

PRICE PLAN　料金割引サービス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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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 기종 변경 또는 해약 등을 하신 경우 분할 지불금의 잔액분은 계속 청구됩니다(일괄 지불도 가능). ※12회, 36회 할불 금액에 대해서는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신규 계약, 기종 변경(3,000엔) 시의 계약사무수수료는 별도로 필요합니다(일부 
기종에서의 기종 변경은 2,000엔).
※할인대상 기간 중에 기종 변경(단말기 증설)・해약 등을 하신 경우의 할인 적용은 신청하신 전월 이용분을 기하여 종료합니다. ※할인대상 기간 중에 지정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일부 요금플랜 포함)에서 지정외 서비스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신 경우에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일부 요금플랜 포함)가 적용되지 않게 된 달의 전월 이용분을 기하여 할인을 종료합니다. ※폐사가 실시하는 다른 시책과 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Monthly Discount⌟에 기한은 없지만 구입하신 시기에 따라서는 
할인조건이나 할인금액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별도로 계약에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 「Flat-rate Data 1         ⌟ 할인 조건에 대해서는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기종 구입으로

매월 이용 요금을 최대 24개월간 할인 !

스마트폰

구입대금

(분할지불금★)

기본사용료＋

통화료 • 통신료

분할

지불금 없음
(할인기간 종료)

통상 요금

지불

통상 요금

지불

구입월 25개월째 이후24개월째(최대)1개월째(구입한 다음 달)

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대상기종

정액료 불필요 (신청 불필요/다음 달 적용)　

할인방법

대상 기종/할인액

각종 할인서비스 적용 후의 월액 기본사용료(�LTE Plan�은 제외) • 일본 국내통화료 • 일본 국내통신료 • 옵션료(�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LTE         �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 �Upgrade Program         �는 제외)의 합계액에서 할인합니다. 할인대상 합계액이 
할인액보다 적은 경우는 할인대상 합계액을 상한으로 할인합니다.

구입 기종이나 구입 시기 또는 au 스마트패스(372엔/월)의 가입 유무에 따라 할인액은 달라집니다.
또 기종에 따라 최대 36개월간의 할인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장이나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조건
신규 계약 • 기종 변경시는 대상기종 구입과 동시에 「Flat-rate Data 2 /3/5/8/ 10/13                   」  또는 「LTE Flat          」  가입이 
필요합니다.

P28

P07P02 P04

P17 P17 P14

■ 「Monthly Discount」의 이미지
　　 대상 기종을 24회 할부로 구입하시면 최대 24개월 동안 기종별로 설정된 할인액이 기본사용료 등에서 매달 공제됩니다.

기재된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는 4G LTE(au VoLTE 대응) 플랜도 대상입니다.

P02

이용 요금  할인

Monthly Discount

PRICE PLAN   요금할인 서비스

스마트폰 태블릿

4G LTE 스마트폰의 그 밖의 플랜은 au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태블릿, Wi-Fi 공유기도 기종에 따라 대상이 되지만 적용 조건 등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장 또는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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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定額料不要（お申し込み不要／翌月適用）

★：機種変更または解約などをされた場合は、分割支払金の残額は引き続きお支払いいただきます（一括でのお支払いも可能）。※12回、36回払いの金額については店頭スタッフまで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新規契約、機種変更（3,000円）の契約事務
手数料が別途必要です（一部機種からの機種変更は2,000円）。
※割引対象期間中に機種変更（端末増設）・解約などされた場合、割引の適用はお申し込みいただいた前月利用分をもって終了します。※割引対象期間中に指定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一部料金プラン含む）から指定外のサービスへ変更ま
たは廃止された場合、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一部料金プラン含む）が適用されなくなった月の前月利用分をもって割引を終了します。※弊社が実施する他の施策とは併用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毎月割」に期限はありませんが、ご購入時
期によって、割引条件や割引金額が変更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変更となる場合は事前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別途、契約にかかる費用がございます。※「データ定額1        」の割引条件について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対象機種の購入で
毎月のご利用料金を最大24ヶ月間割引！

割引方法

対象機種/割引額

各種割引サービス適用後の月額基本使用料（「LTEプラン」除く）・国内通話料・国内通信料・オプション料（「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
プラスLTE　　 」「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 　　」「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 　　」除く）の合計額から割引します。割引対象
合計額が割引額を下回る場合は、割引対象合計額を上限として割り引きます。

購入機種や購入時期、またはauスマートパス（372円/月）の加入有無により、割引額は異なります。
また、機種により最大36ヶ月間の割引も選べます。詳しくは、店頭また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でご確認ください。

条件 新規契約・機種変更時に対象機種をご購入と同時に「データ定額2/3/5/8/10/13　　 　　 」または「LTEフラット　　 」へ
のご加入が必要です。

P28

P07P02 P04

P17 P17 P14

スマートフォン
ご購入代金

（分割支払金★）

基本使用料＋
通話料・通信料

分割
支払金なし

（割引期間終了）

通常料金
お支払い

通常料金
お支払い

ご購入月 25ヶ月目以降24ヶ月目（最大）1ヶ月目（ご購入の翌月）

■「毎月割」のイメージ
　　対象機種を24回払いでご購入の場合、最大24ヶ月間機種別に設定された割引額が基本使用料等より毎月差し引かれます。

記載の「料金プラン」「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は4G LTE(au VoLTE対応）のプランも対象です。

4G LTE スマホのその他プランについて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タブレット、Wi-Fiルーターも機種により対象となりますが、適用条件等が異なります。詳しくは店頭また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でご確認ください。P28

P02

対象機種

ご利用料金割引
毎月割

PRICE PLAN　料金割引サービ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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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구매하신 대상 기종을 12개월간＊1 이용하시고, 기종을 변경하면
구 기종 대금의 분할 지불금 잔액 일부(7개월분)가 실질적으로 무료★1★2.

대상기종

프로그램료 300엔/월★4★5
(신청 필요)

Upgrade Program 프로그램 대상 기종: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기종 변경 후에도 분할 지불금은 계속 청구되지만 본 프로그램에 의해 분할 지불금 잔액의 일부(18∼24회째)가 청구금액에서 매달 할인되므로 실질적으로 무료가 됩니다. ★2: 13개월차~ 18개월차는 기종 변경 시에 이용료<2,000엔(비과세)>를 미리 
내셔야 합니다. ★3: 특전을 적용하지 않고 13개월차 이후에 기종을 변경한 경우는 전액 충전(입금)됩니다. 또 기종 변경 후에도 Upgrade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4: 프로그램료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시기 및 기종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5: 49개월째 이후는 프로그램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 Upgrade Program의 해약, 12개월 이전에 기종 변경, 대상 외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로 변경, 회선의 양도・일시 중단・해약한 경우는 본 프로그램 특전 및 프로그램료 상당의 충전
(입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기종 대금 잔액을 일괄 정산한 경우는 본 프로그램 특전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프로그램료 상당의 충전(입금) 대상에는 포함됩니다. ※ 프로그램료 상당의 충전(입금)은 au ID에 본 계약 회선이 설정된 au WALLET Prepaid 
카드에 충전(입금)됩니다. ※au WALLET Prepaid 카드의 이용 시작 수속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au WALLET Prepaid 카드를 해약하신 경우는 프로그램료 상당의 충전(입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pgrade Program

하기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특전이 적용됩니다.

① 대상 기종을 12개월간 이용하신 후 기종 변경(Upgrade Program 대상 기종)
하신 분

② 기종 변경 후의 기종이라도 「Upgrade Program」에 가입하신 분
③ 기종 변경 시 구 기종의 회수에 응해주신 분＊2

구 기종 대금의

분할 지불금 잔액

일부(7개월분)가 

실질적으로 무료★1★2

① 대상 기종을 할부 계약(24회)으로
구매와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신 분

② 「Flat-rate Data 1 /2 /3/5/8/ 10/13                     」  또는
「LTE Flat         」에 가입하신 분

＋

P07

P02 P04

구 기종의 회수에 응하지 않으신 경우는 특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지불하신 프로그램료 상당의 충전(입금)만 대상이 됩니다.

다음의 ①~⑥과 같은 기종은 회수 대상이 아니므로 특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①전원이 켜지지 않는다. ②충전되지 않는다. ③전화기 본체 또는 액정이 파손되었거나 깨져 있다. ④비밀번호 잠금 해제와 완전 초기화를 하지 않았다. 

⑤제조원이 지정한 누수 밀봉 장소에 누수 반응이 있다. ⑥제조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개조 등 제조원의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에 가입하신 경우는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구 기종의 회수에
 대하여

특전 적용 조건 특 전★6가입 조건

기재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는 4G LTE(au VoLTE 대응) 플랜도 대상입니다.

본 프로그램 가입은 대상 au 스마트폰 구매 시의 신청에 한합니다. 해약하신 경우는 다음 번 대상 기종을 구매하실 때까지 재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태블릿용 「Upgrade Program(태블릿)」에 
대해서는 au 홈페이지 또는 매장 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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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요금  할인

Upgrade Program 

PRICE PLAN   요금할인 서비스

스마트폰

【특전 적용 이미지】

*1: 2015년 9월 17일 이전에 가입하신 분은 12개월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이용하시면 특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3~19개월째＊1

20~25개월째

26개월째~

일부 충전
(입금)

기종 변경월~
25개월째까지

실질적으로 무료!

 
   

~12개월째 13개월째~
18개월째★2 20개월째~25개월째19개월째

26개월째 이후
(분할 지불 종료 후)다음 번

기종 변경 타이밍

프로그램
가입월수

전액 충전
   (입금)★3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 19개월째부터

기종 변경 전월까지의 월수분 프로그램료 상당을

au WALLET Prepaid 카드에 충전

1개월째부터 기종 변경 전월까지의 프로그램료 상당을 

au WALLET Prepaid 카드에 충전

최대 7개월분이 실질적으로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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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プログラム料 300円/月★4★5（お申し込み必要）
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対象機種：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特典適用イメージ】

■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

＋

①対象機種を割賦契約（24回）にてご購入と
　同時に本プログラムにお申し込み

②「データ定額1/2/3/5/8/10/13    　    　 」
　または「LTEフラット　　 」にご加入いただくことP07

P02 P04

記載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は4G LTE(au VoLTE対応）のプランも対象です。 　
本プログラムのご加入は対象のauスマートフォンご購入時のお申し込みに限ります。解約された場合、次回の対象機種ご購入まで再加入ができません。 

＊2：旧機種の回収
について

特典適用条件 特 典★6加入条件

＊1：2015年9月17日以前にご加入いただいている方は、12ヶ月間のご利用ではなく、18ヶ月間のご利用で特典適用が可能になります。

ご購入いただいた対象機種を12ヶ月間＊1ご利用いただき、機種変更すると、
旧機種代金の分割支払金残額の一部（7ヶ月分）が実質無料★1★2に。

下記①～③の条件をすべて満たした場合、特典が適用されます。
①対象機種を12ヶ月間ご利用いただいた上で、機種変更（アップグレード

プログラム対象機種）していただくこと
②機種変更後の機種でも「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に加入すること
③機種変更した際、旧機種を回収させていただくこと＊2

旧機種代金の
分割支払金残額の
一部（7ヶ月分）が
実質無料★1★2

旧機種を回収できない場合、特典は適用されません。お支払いいただいたプログラム料相当のチャージ（入金）のみ対象となります。
回収できない例は以下の①～⑥となります。
①電源が入らない ②充電できない ③電話機本体や液晶に破損や割れがある ④暗証番号ロック解除とオールリセットが実施されていない ⑤メーカー指定
箇所の水濡れシールに水濡れ反応がある ⑥製造番号が確認できない、改造などメーカーの保証外となるような場合
※「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 」にご加入の場合は  　　 をご確認ください。P17

★1：機種変更後も分割支払金は引き続き請求されますが、本プログラムにより分割支払金残額の一部（18～24回目）をご請求から毎月割引し、実質無料となります。★2：13ヶ月目～18ヶ月目は機種変更時に前倒し利用料〈2,000円（非課税）〉の
お支払いが必要です。★3：特典を行使せずに13ヶ月目以降に機種変更を行った場合、全額チャージ（入金）となります。また、機種変更後もアップグレード加入が必要です。★4：プログラム料には消費税はかかりません。また、時期・機種により内容を
変更する場合があります。★5：49ヶ月以降のプログラム料はかかりません。★6：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の退会、12ヶ月以内の機種変更、対象外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への変更、回線の譲渡・一時休止・解約をした場合は、本プログラ
ム特典およびプログラム料相当のチャージ（入金）は対象外となります。また、機種代金の残額を一括精算された場合は、本プログラム特典の対象外となりますが、プログラム料相当のチャージ（入金）は対象となります。※プログラム料相当のチャー
ジ（入金）は、au IDに本ご契約回線が設定されている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へチャージ（入金）します。※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利用開始手続きが完了していない場合、もしくは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を解約などされてい
る場合は、プログラム料相当のチャージは対象外となります。

～ 12ヶ月目 19ヶ月目 20ヶ月目～25ヶ月目 26ヶ月目以降
（分割支払い後）

プログラム
加入月数

次回の
機種変更タイミング

13～19ヶ月目＊1

20～25ヶ月目

26ヶ月目～

13ヶ月目～
18ヶ月目★2

一部チャージ
（入金）

最大7ヶ月分実質無料

 全額チャージ
   （入金）★3

機種変更月～
25ヶ月目まで
実質無料

プログラム加入19ヶ月目から機種変更前月までの
月数分プログラム料相当を
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へチャージ

1ヶ月目から機種変更前月までのプログラム料相当を
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へチャージ

ご利用料金割引
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

PRICE PLAN　料金割引サービス

対象機種

※タブレット向け「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
（タブレット）」についてはauホームページまたは
店頭スタッフにご確認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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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정액료 불필요 (신청 필요/다음 달 이후 적용)　

【신청에 대하여】 ※ 고정통신서비스와 au 휴대전화 / 태블릿 계약자가 동일한 성・동일한 주소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50세 이상의 가족인 경우는 대상 고정통신서비스(⌜인터넷＋전화」, 「인터넷＋TV⌟, 「TV＋전화⌟)에 계약하신 주소와 별도 주소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이 다르거나 au 휴대전화/태블릿이 누계 5회선 이상인 경우는 가족・동일 주소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주소가 다르고 50세 이상인 경우는 가족 증명서만 필요). 계약은 au 휴대전화/태블릿 10회선까지 입니다.
【할인 적용에 대하여】 ※⌜au Smart Value」를 신청하신 다음 달 이후부터 할인 적용됩니다. ※⌜Smartphone Set Discount」에 가입하신 분이 「au Smart Value」를 신청하신 경우는 「au Smart Value」 할인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단 「au Smart Value」 적용 전에 
「Smartphone Set Discount」를 폐지한 경우 전월 말을 기하여 「Smartphone Set Discount」는 종료되고 「au Smart Value」는 다음 달 이후부터 할인됩니다. ※최대 2년간 할인(434엔/월, 476엔/월 또는 1,066엔/월) 적용은 대상 au 휴대전화/태블릿 1회선당 「au 
Smart Value」 할인을 처음 적용한 달을 1개월째로 계산하고 최대 24개월 할인을 기하여 종료합니다. ※각종 할인 서비스 적용 후(⌜Monthly Discount」 포함)의 기본사용료(⌜LTE Plan」은 제외)・일본 국내통화료・일본 국내통신료・옵션료(⌜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LTE         」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 「Upgrade Program         」는 제외) 의 합계액에서 할인합니다. 할인대상 합계액이 할인액보다 적은 경우는 할인대상 합계액을 상한으로 할인합니다. ※할인액은 월말 현재 가입하고 있는 au 
휴대전화/태블릿의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로 판정합니다. ※월말 시점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달은 할인 적용되지 않습니다. ※au 휴대전화/태블릿을 해약(일시정지, 양도)하신 경우의 할인 적용은 해약(일시정지)하신 달의 당월 또는 양도하신 달의 전월을 
기하여 종료합니다. ※고정통신서비스를 「이용 중」 또는 「수속 중」인 경우도 할인 적용됩니다. ※고정통신서비스의 해약 등을 하신 경우에 할인 적용은 해약월의 전월을 기하여 종료합니다. ※「au Smart Value」를 신청하신 후 고정통신서비스(⌜인터넷＋전화」, 
「인터넷＋TV⌟, 「TV＋전화⌟)가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개통하지 않으신 경우는 순차 할인을 정지하고 개통하신 후에 할인을 재개합니다. ※고정통신서비스의 제공회사 측 사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취소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째까지 할인합니다. 단 
고객님의 사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접수하신 전월 이용분을 기하여 할인 종료하고 그때까지의 할인액을 au 휴대전화 / 태블릿 측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폐사가 실시하는 다른 시책과는 병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계약에 필요한 기타 비용은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자택 브로드밴드와 세트로 하면 au 휴대전화 이용이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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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❷

■ 「au Smart Value」를 신청하시면 au 스마트폰이나 태플릿, au 휴대전화 이용 요금이 할인 !

3년째 이후도

조건 ❶

50세 이상이면

따로 사는 가족도

할인 대상!

또한

＊1: 「인터넷＋ TV」 , 「TV＋ 전화」의 대상 케이블 방송국은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 지역 또는 이용 환경에 따라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터넷＋전화」, 「인터넷＋ TV」 , 「TV＋전화」를 동일 고정통신서비스로 
가입하신 경우에 한합니다.

하기의                               로 「인터넷 + 전화」에 가입 대상 고정통신서비스 

2,000엔/월 할인!

다음 달 이후부터 최대 2년간
영구적 934엔/월

＋
최대 2년간 1,066엔/월 934엔/월 할인!

3년째 이후도

1,410엔/월 할인!

다음 달 이후부터 최대 2년간
영구적 934엔/월

＋
최대 2년간 476엔/월 934엔/월 할인!

1년째 2년째 3년째

기재된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는 4G LTE(au VoLTE 대응) 플랜도 대상입니다.

상기 이외의 대상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에 대해서는 au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28

934엔/월 할인!다음 달 이후부터 영구적

스마트폰 태블릿

※가입하신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에 따라 할인액이 다릅니다. 또 기종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는 정액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이용 요금 할인

au Smart Value

PRICE PLAN   요금할인 서비스

대상 고정통신서비스

광 서비스

제휴처 케이블 TV 각사

케이블 TV

※ 일부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 지역 또는 이용 환경에 따라 신청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인터넷＋전화」 , 「인터넷＋TV」 , 「TV＋전화」를 동일 고정통신서비스로 가입하신 경우에 한합니다. 일본 전국으로 확대 중!

@nifty, @TCOM, ASAHI net, 
au one net, BIGLOBE, DTI, So-net

eo HIKARI

au HIKARI

au HIKARI Chura Commufa HIKARI

※대상 고정통신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28

스마트폰 태블릿

 지정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

중 한가지에 가입

「Flat-rate Data 5 /8                」
「LTE Flat         」
「LTE Flat for Tab/Tab(i) /Tab(L)         」 

P02 P04

P07

P09

「Flat-rate Data 2 /3                」P02 P04

지정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

「Flat-rate Data 10/ 13                」 P02 P04

하기의

인터넷 전화

일부 대상 케이블 방송국을

이용하시는 분은 「인터넷＋TV」, 
「TV＋전화」라도 OK＊1

대상기종

※Flat-rate Data 1          은 최대 2년간 934엔/월 할인(영구적 500엔/월 + 최대 2년간 434엔/월), 3년째 이후 500엔/월 할인됩니다.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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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お申し込みについて】※固定通信サービスとau携帯電話/タブレットのご契約者が同一姓・同一住所の場合、お申し込みいただけます。また、50歳以上のご家族の場合は、対象固定通信サービス（「ネット＋電話」、「ネット＋テレビ」、「テレビ＋電話」）にご契約している
住所と別住所でもお申し込みいただけます。別姓やau携帯電話/タブレットが累計5回線以上の場合はご家族・同一住所であることの証明書が必要となります（別住所で50歳以上はご家族の証明書のみ）。ご契約はau携帯電話/タブレット10回線までとなります。 
【割引適用について】※「auスマートバリュー」お申し込み翌月以降から割引適用となります。※「スマホセット割」ご加入の方が「auスマートバリュー」をお申し込みの場合、自動的に「auスマートバリュー」の割引に切り替わります。ただし「auスマート
バリュー」適用前に「スマホセット割」を廃止した場合、前月末をもって「スマホセット割」は終了となり、「auスマートバリュー」は翌月以降からの割引となります。※最大2年間割引（434円/月、476円/月または1,066円/月）の適用は、対象のau携帯電話/タブ
レット1回線につき、「auスマートバリュー」の割引を初めて適用した月を1ヶ月目としてカウントし、最大24ヶ月の割引をもって終了します。※各種割引サービス適用後（「毎月割」含む）の基本使用料（「LTEプラン」除く）・国内通話料・国内通信料・オプション料

（「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LTE         」「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         」「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         」除く）の合計額から割引します。割引対象合計額が割引金額を下回る場合は、割引対象合計額を上限として割引します。※割引額は月末時点
で加入しているau携帯電話/タブレット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により判定します。※月末時点で条件を満たさない月は、割引適用されません。※au携帯電話/タブレットを解約（一時休止、譲渡）された場合、割引の適用は解約（一時休止）月の当月、
または譲渡月の前月をもって終了します。※固定通信サービスを「利用中」または「手続き中」の場合も割引の適用となります。※固定通信サービスの解約などをされた場合、割引の適用は解約月の前月をもって終了します。※「auスマートバリュー」お申し込み後、
固定通信サービス（「ネット＋電話」、「ネット＋テレビ」、「テレビ＋電話」）が6ヶ月経過後も開通されていない場合は、順次割引を停止し、開通後、割引を再開します。※固定通信サービスを提供会社側都合で取消された場合は、取消月の翌月から3ヶ月目まで
割引をいたします。ただし、お客さま都合により取消された場合は、受付の前月利用分をもって割引を終了し、それまでの割引額をau携帯電話/タブレット側のご利用料金に合算し請求いたします。※弊社が実施する他の施策とは併用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
※内容等が変更となる場合には事前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別途、契約にかかる費用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にてご確認ください。

定額料不要（お申し込み必要／翌月以降適用）

おうちのブロードバンドとセットで、au携帯電話のご利用がおトクに！

対象固定通信サービス

@nifty、@TCOM、ASAHIネット、
au one net、BIGLOBE、DTI、So-net

提携先ケーブルテレビ各社

ケーブルテレビ

日本全国で拡大中！

条件❷
下記の                              で「ネット＋電話」にご加入対象固定通信サービス

■「auスマートバリュー」のお申し込みで、auスマホやタブレット、auケータイのご利用料金が割引に！

1年目 2年目 3年目

934円/月割引！1,410円/月割引！
翌月以降最大2年間 3年目以降も永年934円/月

＋
最大2年間476円/月

P17

P28

P17 P14

条件❶

ネット 電話

※一部のサービスは対象外となります。
※お住まいのエリアまたはご利用の環境によりお申し込みいただけない場合があります。
※「ネット＋電話」、「ネット＋テレビ」、「テレビ＋電話」を同一固定通信サービスでご加入の場合に限ります。

＊1：「ネット＋テレビ」、「テレビ＋電話」の対象ケーブルテレビ局はauホームページで
ご確認ください。
※一部サービスは対象外となります。※お住まいのエリアまたはご利用の環境により
お申し込みいただけない場合があります。※「ネット＋電話」、「ネット＋テレビ」、「テレビ
＋電話」を同一固定通信サービスでご加入の場合に限ります。

※対象固定通信サービスの詳細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でご確認ください。

光サービス

P28

スマホ タブレット
50歳以上であれば
離れて暮らすご家族も
割引の対象に！

さらに

一部の対象ケーブルテレビ局
ご利用の方は「ネット＋テレビ」、
「テレビ＋電話」でもOK＊1

記載の「料金プラン」「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は4G LTE（au VoLTE対応）のプランも対象です。
上記以外の対象「料金プラン」「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について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934円/月割引！翌月以降永年

指定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 
または 料金プラン

下記の

のいずれかにご加入

「データ定額5/8   　    　 」
「LTEフラット  　  」
「LTEフラット for Tab/Tab（i）/Tab（L）      」

P07
P09

指定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 
または 料金プラン

「データ定額10/13   　    　 」P02 P04

P02 P04

※ご加入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により割引額が異なります。
また、機種によりご加入いただける定額サービスは異なります。

934円/月割引！2,000円/月割引！
翌月以降最大2年間 3年目以降も永年934円/月

＋
最大2年間1,066円/月

※データ定額1       は、最大2年間934円/月割引（永年500円/月＋最大2年間434円/月）、3年目以降500円/月割引となります。

「データ定額2/3    　    　」

P02

P02 P04

ご利用料金割引
au スマートバリュー

PRICE PLAN　料金割引サービス

対象機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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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1: UQ Communications와 그밖의 제휴사업자도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2: 「Everybody Discount Single          」과 병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Everybody Discount Single」에 가입하신 분이 이 서비스를 신청 
하시면 「Everybody Discount Single」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갱신월이 아니더라도 계약해제료는 필요없습니다). ★3: 고속 모드란 「WiMAX」와  「WiMAX 2＋」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Speed Wi-Fi NEXT W01은 「WiMAX 2＋」 네트워크에서만 
대응) ★4: KDDI 이외에서 계약하신 경우 WiMAX 2＋ 대응 공유기 계약 해제료는 각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대하여】 ※au 휴대전화와 WiMAX 2＋ 대응 공유기 계약자가 동일 명의일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iMAX 2＋ 대응 공유기의 1회선에 대하여 au 휴대전화 1회선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au Smart Value」와는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au 
Smart Value」와 중복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au Smart Value mine」은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할인 적용됩니다. ※각종 할인 서비스 적용 후(⌜Monthly Discount」 포함)의 기본사용료(⌜LTE Plan」은 제외)・일본국내 통화료・일본국내 통신료・옵션료(⌜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LTE          ⌟ ,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 , ⌜Upgrade Program\         」는 제외)의 합계액에서 할인합니다. 할인대상 합계액이 할인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할인대상 합계액을 상한액으로 할인합니다. ※ au 휴대전화
(스마트폰/휴대전화)를 해약(일시정지, 양도)하신 경우에 할인 적용은 해약・일시정지・양도하신 달을 기하여 종료합니다. ※WiMAX 2＋ 대응 공유기를 해약・일시정지하신 경우는 신청하신 달의 전월을 기하여 할인 적용을 종료하고 양도하신 경우는 해당월을 
기하여 할인을 종료합니다. ※폐사가 실시하는 다른 시책과 병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는 사전에 통보해 드립니다. ※계약에 필요한 기타 비용은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Wi-Fi 공유기와 세트 이용으로 저렴하게!

계약기간에 대하여 ■WiMAX 2＋ 대응 공유기를 2년 또는 4년 단위로 계속 이용하면 au 스마트폰/au 휴대전화 이용 요금이 할인됩니다.

■폐지 신청이 없는 한 2년 또는 4년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갱신기간이 아닌 달에 WiMAX 2＋ 대응 공유기를 해약•일시정지•요금 플랜 등을 변경하면 계약 해제료(9,500엔)가 필요합니다.
　 단 2년에서 4년으로 계약 기간을 변경한 경우는 계약해제료가 필요 없습니다

★4.

P11

P17 P14

정액료 불필요 (신청 필요/다음 달 적용)　

요금할인

계약해제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2년/4년

요금할인

계약해제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의 2년/4년

요금할인

계약해제료가 필요합니다.

신청월 + 다음 달부터 2년/4년간

자동갱신자동갱신

P17

기재된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는 4G LTE(au VoLTE 대응) 플랜도 대상입니다.

공유기

WiMAX 2＋
Flat for DATA
(4년 계약)공유기

WiMAX 2＋
Flat for DATA
(2년 계약 a)

스마트폰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제한 없음＊

공유기

WiMAX 2＋
Flat for DATA EX
(2년 계약)

스마트폰

P28

WiMAX 2＋ Flat for DATA EX(2년 계약)은 다른 플랜에 비하면 이용하시는 

지역의 혼잡 상황에 따라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속도제한

「WiMAX 2＋」 「4G LTE」의 당월 이용하신 통신량 합계가 7GB를 초과하면 당월 말까지의 통신속도가 송수신 최대 128kbps로 제한됩니다
(통신속도의 제한은 다음 달 1일에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Extra Option」을 신청하신 경우는 통신속도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3일간 「WiMAX 2＋」 「4G LTE」의 이용 통신량이 합계 3GB 이상인 경우는 통신속도를 종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tra Option」  가입 시도 대상).

이용하신 통신료가 고액이 될 경우는 일시적으로 회선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간 용량 제한에 대하여]

[그 밖의 통신제한에 대하여]

※ 「Flat-rate Data 1          」은 au 휴대전화 이용료에서 500엔/월 할인됩니다.
＊: 고속 모드 「WiMAX 2＋」 통신은 신청 당월부터 월간 용량의 속도제한이 없습니다. 또 고속 플러스 지역 모드 「WiMAX 2＋」 「4G LTE」의 당월 이용 통신량 합계가 7GB를 초과하여 통신속도가 송수신 최대 128kbps로 제한된 후에는  

 고속 모드 「WiMAX 2＋」 통신을 포함하여 당월 중에는 「WiMAX 2＋」 「4G LTE」 통신의 통신속도가 송수신 최대 128kbps로 제한됩니다. 월간 용량 제한 이외의 통신속도는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통신속도제한 하기

P02

※갱신월이 2016년 5월인 계약부터 갱신기간이 2개월로 확대됩니다.

갱신기간

1개월째•2개월째

갱신기간

1개월째•2개월째

갱신기간

계약해제료는 불필요

갱신기간

계약해제료는 불필요

이용 요금 할인

au Smart Value mine

PRICE PLAN   요금할인 서비스

대상기종

스마트폰

WiMAX 2＋ 대응 공유기의
�고속 모드★3�의 속도제한(월간 7GB)

조건 ❷조건 ❶

「WiMAX 2＋ Flat for DATA EX(2년 계약)       」 [4,880엔/월] 또는
「WiMAX 2＋ Flat for DATA        (2년 계약 a 또는 4년 계약)」

[4,196엔/월]에 가입★1★2

P10

P10

WiMAX 2＋
대응 공유기

스마트폰

지정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에 가입

「Flat-rate Data 5/8/10/13                    」

「LTE Flat          」

P02 P04

P07

「Flat-rate Data 2/3                    」P02 P04

조
건 

❶
의 

지
정 

데
이
터(

패
킷)

정
액 

서
비
스 

또
는 

요
금 

플
랜

au 휴대전화 이용 요금에서 934엔/월 할인

au 휴대전화 이용 요금에서 743엔/월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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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定額料不要（お申し込み必要／翌月適用）

★1：UQコミュニケーションズおよびその他提携事業者も対象となります。詳しく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2：「誰でも割シングル  　　」との併用はできません。既に「誰でも割シングル」にご加入のお客さまが当サービスにお申し込み
の場合、「誰でも割シングル」は自動で廃止されます（更新月以外でも契約解除料はかかりません）。★3：ハイスピードモードとは「WiMAX」と「WiMAX 2＋」ネットワークが使用できるモードです。（Speed Wi-Fi NEXT W01は「WiMAX 2＋」ネット
ワークのみ対応）★4：KDDI以外でご契約の場合のWiMAX 2＋対応ルーターの契約解除料については、各社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お申し込みについて】※au携帯電話とWiMAX 2＋対応ルーターのご契約者が同一名義の場合にお申し込みいただけます。※WiMAX 2＋対応ルーターの1回線につき、au携帯電話1回線でお申し込みいただけます。※「auスマートバリュー」とは別の
お申し込みが必要です。また、「auスマートバリュー」と重複してのお申し込みはできません。※「auスマートバリュー mine」のお申し込み翌月から割引適用となります。※各種割引サービス適用後（「毎月割」含む）の基本使用料（「LTEプラン」除く）・国内
通話料・国内通信料・オプション料（「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LTE        」「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        」「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        」除く）の合計額から割引します。割引対象合計額が割引金額を下回る場合は、割引対象合計額を上限と
して割引します。※au携帯電話（スマホ／ケータイ）を解約（一時休止、譲渡）された場合、割引の適用は解約・一時休止・譲渡月の当月をもって終了します。※WiMAX 2＋対応ルーターを解約・一時休止された場合はお申し込み月の前月をもって、譲渡された
場合は当月をもって割引の適用を終了します。※弊社が実施する他の施策とは併用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内容等が変更となる場合には事前にお知らせいたします。※別途、契約にかかる費用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にてご確認ください。

条件❷

WiMAX 2＋
対応ルーター

「WiMAX 2＋フラット for DATA EX（2年契約）      」［4,880円/月］ または
「WiMAX 2＋フラット for DATA      （2年契約aまたは4年契約）」

［4,196円/月］にご加入★1★2
P10

P10

契約期間について ■WiMAX 2＋対応ルーターの2年もしくは4年単位の継続利用でauスマートフォン/auケータイのご利用料金が割引になります。 
■廃止のお申し出がない限り、2年または4年単位で自動更新されます。
■更新期間以外でWiMAX 2＋対応ルーターの解約・一時休止・料金プランの変更などを行うと、契約解除料（9,500円）がかかります。

ただし、2年から4年への契約期間変更の場合、契約解除料はかかりません★4。

P17 P17

P11

P14

P28

条件❶

スマホ

指定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
または 料金プランにご加入

記載の「料金プラン」「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は4G LTE（au VoLTE対応）のプランも対象です。

「WiMAX 2＋」「4G LTE」の当月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7GBを超えた場合、当月末までの通信速度が送受信最大128kbpsとなります
（通信速度の制限は、翌月1日に順次解除されます）。「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をお申し込みの場合は、通信速度の制限なくご利用いただけます。
ネットワーク混雑回避のために、直近3日間に「WiMAX 2＋」「4G LTE」の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3GB以上の場合、終日速度制限を
行います（「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加入の場合も対象）。

通信速度制限

【月間容量制限について】
　　
【その他の通信制限について】　　

ご利用の通信料が高額となる場合は、一時的に回線を停止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ルーター

WiMAX 2＋
フラット for DATA
（4年契約）ルーター

WiMAX 2＋
フラット for DATA
（2年契約a）

WiMAX 2＋対応ルーターの
「ハイスピードモード★3」の速度制限（月間7GB） 制限なし＊ 制限あり 制限なし＊

ルーター

WiMAX 2＋
フラット for DATA
EX（2年契約）

au携帯電話利用料から743円/月割引

条
件
❶
の
指
定
の
デ
ー
タ（
パ
ケ
ッ
ト
）

定
額
サ
ー
ビ
ス
ま
た
は 

料
金
プ
ラ
ン

「データ定額5/8/10/13 　　 　　 」
「LTEフラット　　 」P07

スマホ

au携帯電話利用料から934円/月割引
スマホ

「データ定額2/3　　 　　  」

WiMAX 2＋フラット for DATA EX（2年契約）は他のプランと比較すると、
ご利用されるエリアの混雑状況により速度が低下する場合があります。

※「データ定額1        」は、au携帯電話利用料から500円/月割引となります。
＊：ハイスピードモードの「WiMAX 2＋」通信はお申し込み当月から月間容量の速度制限なしとなります。なお、ハイスピードプラスエリアモードの「WiMAX 2＋」「4G LTE」の当月利用の通信量合計が7GBを超え、通信速度が
　  送受信最大128kbpsとなった後はハイスピードモードの「WiMAX 2＋」通信を含め、当月中は「WiMAX 2＋」「4G LTE」通信の通信速度が送受信最大128kbpsとなります。月間容量制限以外の通信制限については
　　　　                  をご確認ください。通信速度制限 下記

P02

P02 P04

P02 P04

※2016年5月に更新月を迎えるご契約から、更新期間を2ヶ月間へ拡大しました。

Wi-Fiルーターとのセット利用でおトクに！

1ヶ月目・2ヶ月目

更新期間

1ヶ月目・2ヶ月目

更新期間

料金割引

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す

次の2年/4年間 次の2年/4年間

料金割引料金割引

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す

申込月＋翌月から2年/4年間

自動更新 自動更新 

契約解除料がかかります

契約解除料は不要 契約解除料は不要

ご利用料金割引
au スマートバリュー mine

PRICE PLAN　料金割引サービス

対象機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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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PRICE PLAN   각종 옵션 서비스

고장이나 분실 시 교체 비용이나 수리 비용 일부를 보상합니다.

서비스 이용 시 부담 금액

분실・고장 시 보상서비스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LTE
★1

※대응 기종의 자세한 내용은 매장 직원이나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종

고장난 전화기는 au에서 회수하고 반납하지 않으므로 데이터 백업・전송・소거 등은 사전에 고객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P28

 본 서비스 가입은 au 휴대전화를 구매 때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탈퇴하신 경우는 다음 번에 au 휴대전화를 구매하실 때까지 재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단말기 구입 시 이외의
4G LTE 스마트폰

⇔ 4G LTE 태블릿/WiMAX2+
대응 기종의 계약사무수수료를  

1,000엔 할인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 경우의

데이터(패킷) 통신료 상한액을

15,000엔/월으로 제한★4★5

「Upgrade Program         」에 

가입하시면 기종 변경 시

구 기종이 고장, 물에 젖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특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서비스인

「교환용 휴대전화 배달 서비스」

이용 시 au IC 카드 재발행 수수료를

100엔 할인

❷ 충실한 보상 서비스❶ 각종 요금을 부담없이

스마트폰
공유기

태블릿

■교환용 휴대전화기 배달 서비스

고장・파손・분실 등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동일 기종・동일 색상의 리프레시 제품을 원칙적으로 다음 날 고객님이 지정하신 주소(일본국내 한정)로 보내드립니다.

또 도착일・시간대 지정도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은 당일 도착도 가능.

대상 기종 : 스마트폰…AndroidTM       태블릿…AndroidTM (4G LTE 기종 전용)      Wi-Fi 공유기…WiMAX 2+ 대응 기종

■수리 의뢰 서비스
au 숍이나 PiPit에 수리를 의뢰. 3년 보증이나 수리대금 할인, 물에 젖거나 완전 파손 시 특별 가격으로 리뉴얼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G LTE 기종이면 상기 서비스에 더하여 추가 특전!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LTE 특전)

1 회째 / 연  3,000엔＊  통상 5,000엔

2회째 / 연  6,000엔＊  통상 8,000엔

연 2회까지
이용 OK!

신청 방법

■인터넷으로 신청

■전화로 신청

https://cs.kddi.com/support/n_login.html

24시간 접수

0120-925-919 Keitai Guarantee Service Center

9:00～ 20:00(연중무휴)

※ 동일 기종・동일 색상 제공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로 당사가 지정한 기종・색상의 교환용 휴대전화기를 제공합니다.

★1 : au 고객지원, 청구서에는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로 기재됩니다. ★2: 3년째(25개월) 이상 이용 중이신 분 또는 그 분이 소속된 「Family Discount」의 모든 회선이 대상입니다. Wi-Fi 공유기, 태블릿을 이용 중이신 분은 세트 할인(⌜WIN Single 
Set Discount」 또는 「Smartphone Set Discount⌟)에 가입하시고 세트 할인의 대상 회선 계약이 3년째 이상인 경우가 대상입니다. ★3: 고객 과실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다음 달 이용분의 청구 금액에서 할인합니다(당월 이용분 청구 시에는 
통상 요금으로 일단 청구합니다). 또 월 중간에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LTE」를 탈퇴하시면 탈퇴하신 달의 상한액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4G LTE 태블릿과 Wi-Fi 공유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액료 380엔/월 (신청 필요/당월 일당 적용)

(2015년 11월 이전부터 「기존 플랜」을 계속해서 이용 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장기 이용 할인(au 계약 25개월 이상) 적용 시의 금액입니다★2.

대체용 기종 없이 할인 적용하는 경우 500엔 할인.

인터넷으로 신청하신 분은 500엔 추가 할인하여 총 1,000엔 할인.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자연히 난 고장은 무상수리
★3

P14

★6: 기종에 따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로 모든 데이터 이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러블 진단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먼저 진단!

온라인 교환 접수＊

원터치로 신청 화면으로! (24시간 접수)

고장 문의 접수＊

「Keitai Guarantee Support Center」로

간단 조작으로 전화에 연결됩니다!

데이터 이행 앱
★6

이용 기종에 대응한 앱을 시작!

다운로드는 여기 

▲고장 접수 앱
스마트폰이 고장났을 때를 토탈 서포트 만일의 경우에 믿을 수 있는 앱.

Android™2.1 이상

대상 기종을 구매했을 때는 바로
다운로드!

＊ : Keitai Guarantee Support Center /Keitai Guarantee Service Plus LTE            에 가입하신 분만 대상입니다. 

 

상기

(일본어 전용)

(일본어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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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故障時や紛失時、交換や修理の費用の一部を補償します。

auショップやPiPitでお預かり。3年保証や修理代金割引、水濡れ・全損時の特別価格でのリニューアルなどがご利用いただけます。

携帯電話の故障・破損・紛失などのトラブル時、同一機種・同一色のリフレッシュ品を原則翌日にお客さまのご指定先（国内のみ）にお届けします。
また、お届け日・時間帯の指定も可能です。 ※一部地域は当日お届けも可能。

1回目/年 3,000円＊ 通常 5,000円
2回目/年 6,000円＊ 通常 8,000円

＊：長期利用割引（auご契約25ヶ月以上）適用時の金額です★2。
代用機なし割引適用の場合500円割引。
インターネットからのお申し込みは、さらに500円割引で合計1,000円割引。
お買い上げ日から1年以内の自然故障は無償★3。

年2回まで
ご利用OK

サービス利用時のご負担金額

壊れた電話機はauで回収し、返却はできませんので、データのバックアップ・移行・消去等は事前にお客さま自身で行ってください。

※同一機種・同一色の提供が困難な場合、別途当社が指定する機種・色の交換用携帯電話機をご提供します。

★1:auお客さまサポート、請求書には「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と記載されます。★2:3年目（25ヶ月）以上ご利用中のお客さま、 またはそのお客さまが属する「家族割」内すべての回線が対象です。 Wi-Fiルーター、タブレットをご利用中のお客さま
は、セット割（「WIN シングルセット割」または「スマホセット割」）に加入しており、 セット割の対象回線のご契約が3年目以上の場合が対象です。★3:お客さまによる過失の場合は対象外となります。★4:翌月ご利用分のご請求金額から割引いたします

（当月ご利用分の請求時には、通常料金で一旦ご請求します）。なお、月途中に「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LTE」を退会された場合は、退会された月の上限額は対象外となります。★5:4G LTEタブレットおよびWi-Fiルーターは対象外です。

★6：機種ごとに機能差があるため、完全な形で全てのデータ移行を保証す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

端末購入時以外の
4G LTEスマートフォン

⇔4G LTEタブレット/ WiMAX 2＋
対応機種の契約更新手数料を

1,000円割引

「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を
ご利用にならない場合の

データ（パケット）通信料の上限額を

15,000円/月に制限★4★5

補償サービスの
「交換用携帯電話お届けサービス」
利用時のau ICカード再発行手数料を

100円割引

❷充実の補償サービス❶各種料金がお手頃に

「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　　  」に
ご加入の場合、機種変更する際に

旧機種が故障、水濡れ、破損等の場合でも
アップグレードプログラム特典を

ご利用いただけます。

P14

（2015年11月以前より「従量プラン」を継続ご利用中
の場合に限ります）

トラブル診断
調子が悪いと思ったら、まずは診断！

オンライン交換受付＊

ワンタッチで申込画面へ！（24時間受付）

故障相談受付＊

「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センター」へ
簡単操作で電話をおつなぎします！

データ移行アプリ★6

ご利用の機種に対応したアプリを起動！

ダウンロードはこちら 

▲故障受付アプリ
スマホの故障時をトータルサポート。もしものときに頼れるアプリ。

Android™2.1以上

対象機種を買ったらすぐに
ダウンロード！

お申し込み方法

■4G LTE機種なら上記に加えてさらに特典!（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LTE特典）

■お預かり修理サービス

24時間受付■インターネットからのお申し込み

    https://cs.kddi.com/support/n_login.html

■お電話でのお申し込み　9：00～20：00（年中無休）
  　 0120-925-919 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センター

定額料380円/月（お申し込み必要/当月日割適用）
対象機種：スマートフォン…Android™　タブレット…Android™（4G LTE機種のみ）　Wi-Fiルーター…WiMAX 2+対応機種

本サービスのご加入はau携帯電話のご購入時のお申し込みに限ります。退会された場合、次回のau携帯電話ご購入時まで再加入できません。

＊: 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LTE         にご加入の方のみ対象です。上記

（日本語のみ）

（日本語のみ）

PRICE PLAN　各種オプションサービス

紛失・故障時補償サービス
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安心ケータイサポートプラスLTE★1 対象機種

※対応機種の詳細は店頭スタッフまた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でご確認ください。P28

■交換用携帯電話機お届けサービ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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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AppleCare+ 구매하신 분의 수리 서비스 요금 
iPhone SE/6/6 Plus/5s/5c iPadiPhone 6s/6s Plus

11,800엔(세금 별도) (2년 동안에 2회까지) 7,800엔(세금 별도) (2년 동안에 2회까지) 4,400엔(세금 별도) (2년 동안에 2회까지)

신청 및 지불 방법

24회

600엔/월(초회 1,000엔)
24회

550엔/월(초회 150엔)
24회

400엔/월(초회 200엔)

※iPhone & iPad 구매와 동시에만 구매 가능합니다. ※서비스 구매월 이용요금부터 청구를 시작하여 24회 청구를 기하여 종료합니다(서비스 구매월의 다음 
달 이용분부터 청구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iPhone & iPad 해약 때는 서비스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보증 대상인 iPhone & iPad 구매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Apple Store에서 일시불로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매하실 때는 iPhone & iPad 구매일, 파손 및 손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 au 숍, au 취급점에서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월 이용요금부터 청구를 시작하여 24회 청구를 기하여 종료합니다(가입월의 다음 달 이용분부터 
청구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 도난•분실 원인이 이용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재해(지진•분화•쓰나미•수해) 등에 의한 손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서비스를 해약하시면 「AppleCare+」도 동시에 해약되며 마찬가지로 AppleCare+를 해약해도 본 서비스가 해약됩니다. ※ 월 중간에 가입 및 
해약하시면 일당 계산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서비스 보상을 받은 경우는 도난•분실한 iPhone 및 iPad에 대한 본 서비스 및 「AppleCare+」는 자동으로 
해약됩니다.

iPhone SE/6s/6s Plus/6/6 Plus/5s/5c iPad

서비스 이용요금 152엔/월 (초회 123엔)

도난이나 분실, 소실한 경우 재구매를 지원(해외에서 도난•분실한 경우도 지원) 또한 au 계약이 3년차(25개월) 이상인 분 및

그 가족(동일 가족할인에 가입) 분은 장기 이용 특전으로 지원 대금을 증액하여 지불합니다.

23,148엔 지원

또한 au 계약이 3년차(25개월) 이상이면

4,630엔 증액하여 총 27,778엔을 지원

11,574엔 지원

또한 au 계약이 3년차(25개월) 이상이면

2,315엔 증액하여 총 13,889엔을 지원

※특전 적용을 받으려면 대상 회선마다 「AppleCare+」와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기종 구매 때의 신청에 한합니다(Wi-Fi 모델은 대상에서 제외). ※본 지원 
대상은 당사가 규정한 「au 휴대전화 본체」에 한정하며 「충전 기기류」 및 부속품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PRICE PLAN   각종 옵션 서비스

「AppleCare+」는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기종에 따라 서비스 요금이 다릅니다. ※ 수리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인 경우에 상기 가격으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내용

● iPhone & iPad 본체, 부속품(배터리, 이어폰 등)의 제품 보증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iPhone & iPad 
구매일부터 1년입니다).

● 소프트웨어의 무상 전화 지원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됩니다.

● 과실이나 사고로 인한 손상에 대하여 1회당 최대 11,800엔(세금 별도) (2년 동안에 2회까지)의 서비스료로 수리 등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Phone SE/6/6 Plus/5s/5c iPadiPhone 6s/6s Plus

「AppleCare+」와 함께 이용하시면 도난이나 분실까지 대응.

분실 보상 옵션( i )
태블릿

대상기종

스마트폰

보증기간 연장 옵션 서비스

AppleCare+
대상기종

태블릿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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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AppleCare+」は、保証期間を2年に延長できるサービスです。

「AppleCare+」とあわせてご利用いただくことで、
盗難や紛失までカバー。

AppleCare+ご購入の方の修理サービス料金 

保証内容

iPhone SE／6／6 Plus／5s／5c

iPhone SE／6／6 Plus／5s／5c

iPad

iPad

iPhone 6s／6s Plus

iPhone 6s／6s Plus

11,800円（税抜）（2年間で2回まで） 7,800円（税込）（2年間で2回まで） 4,400円（税込）（2年間で2回まで）

お申し込み・お支払い方法

24回
600円／月（初回1,000円）

24回
550円／月（初回150円）

24回
400円／月（初回200円）

※auショップ、au取扱店のみにて、ご加入いただけます。※加入月のご利用料金からご請求を開始し、24回の請求をもって終了します（一部、加入月の翌月ご利用分から
のご請求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盗難・紛失の原因が、ご利用者さまの故意・重過失による場合、災害（地震・噴火・津波・水害）などによる損害は対象外です。※本サー
ビスを解約された場合、「AppleCare+」も同時に解約となり、AppleCare+ 解約時も同様に本サービスは解約となります。※月途中で加入・解約された場合の日割計算は
実施いたしません。※本サービスの補償を受けた場合、盗難・紛失に遭われた iPhoneおよび iPadに対する本サービスおよび「AppleCare+」は自動的に解約となります。

盗難や紛失、焼失した場合、再購入をサポート（海外での盗難・紛失もサポート）。さらに auのご契約が 3 年目（25ヶ月）以上の
お客さまおよびそのご家族（同一家族割に加入）のお客さまは、長期ご利用特典として、サポート代金を増額してお支払いします。

iPhone SE／6s／6s Plus／6／6 Plus／5s／5c iPad

サービスご利用料金152円／月（初回123円）

● iPhone & iPad 本体、付属品（バッテリー、イヤフォンなど）の製品保証が 2 年間に延長されます（未加入の場合、iPhone & 
　iPad のご購入日から1 年間となります）。
●ソフトウェアの無償電話サポート期間が2年間に延長されます。
● 過失や事故による損傷に対する修理などのサービスを、1回につき最大 11,800円（税抜）（ 2年間で2回まで）のサービス料
　で受付いたします。

※機器によりサービス料金が異なります。※修理サービスは、不慮の事故などの場合に上記価格で修理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iPhone & iPadご購入と同時の場合のみご購入可能です。※サービスご購入月のご利用料金からご請求を開始し、24回のご請求をもって終了します（一部、
サービスご購入月の翌月ご利用分からのご請求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iPhone & iPad ご解約時には、自動的にサービスも終了します。※保証対象となる
iPhone & iPad のご購入日から30日間以内のみ Apple Store にて一括払いでのご購入も可能です。ご購入に際しては、iPhone & iPadご購入日、破損・損傷
の有無を確認させていただきます。

23,148円サポート
さらにauのご契約が3年目（25ヶ月）以上なら

4,630円増額し合計27,778円をサポート

11,574円サポート
さらにauのご契約が3年目（25ヶ月）以上なら

2,315円増額し合計13,889円をサポート
※特典適用には対象回線ごとに「AppleCare+」との同時申し込みが必要となります。※機種ご購入時のお申し込みに限ります（Wi-Fiモデルは対象外）。※本サポート
の対象は、当社が定める「au携帯電話本体」に限るものとし、「充電機器類」ならびに付属品は対象外となります。

対象機種紛失補償オプション（ i）

保証期間延長オプションサービス
AppleCare+ 対象機種

PRICE PLAN　各種オプションサービ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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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 태블릿 단독형 플랜          을 이용하시는 경우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월간 데이터 용량 합계가 공유 대상입니다.

【Data Share에 대하여】 ※「Data Charge          」한 경우는 그 용량도 Data Share 대상이 됩니다. ※Data Share를 적용할 수 있는 4G LTE 태블릿은 4G LTE 스마트폰 1회선에 대하여 

최대 5회선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태블릿끼리만이라도 최대 5대까지 Data Share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Data Share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tra Option」 

「안심 액세스 서비스」 「WEB 이용 제한」에 가입하신 경우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Data Share를 이용 중인 회선으로 이용자 등록•양도(가족 간 양도 포함)•승계 하신 경우는 통합된  

au ID가 분리되고 Data Share 설정이 해제됩니다. 또 월말에 이 수속을 하신 경우는 다음달에 이용하실 수 있는 월간 데이터 용량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Data Share를 이용 중이신 회선에 Data Gift 대상이 아닌 플랜이 포함된 경우는 Data Share를 이용하시는 다른 회선도 Data Gift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대로 공유하는 월간 데이터 용량 ★

PRICE PLAN   각종 옵션 서비스

기재된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는 4G LTE(au VoLTE 대응) 플랜도 대상입니다.

■대상 요금 플랜/데이터 정액서비스

■이용 방법

4G LTE 태블릿과 4G LTE 스마트폰을 세트로 사용하면 월간 데이터 용량을 공유 가능.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월간 데이터 용량을 공유!

4G LTE 태블릿……… 「Tablet Plan ds (3년 계약) / (2년 계약)        」, 「LTE Flat for Tab/Tab(i) /Tab(L)         ★」

4G LTE 스마트폰…… 「Flat-rate Data 1 / 2 /3/5/8/10/13                」, 「LTE Flat        」

P08         P09

P02 P04 P07

태블릿
이용분

스마트폰
이용분

10GB

  

STEP 21 STEP 3

기타
주의사항은
여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예)
 태블릿 요금 플랜 : 「Tablet Plan ds (3년 계약)」

 스마트폰 데이터 정액서비스 : 「Flat-rate Data 10」

화면이 큰 태블릿은

휴식 때의 영화 감상이나

업무상 제안할 때 등에 사용

간편한 스마트폰은

일상에 사용
태블릿 스마트폰

공 유 공 유

P20

au 태블릿과 au 스마트폰을 
동일한 「au ID」로 한다

동일한 「au ID」 Data Share에

대하여

「Data Share」

이용 개시!

「Data Charge」 가입과
「Data Share」 설정

STEP 1

【au ID 통합 시의 주의사항】

●동일명의인 경우 au ID를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등록을 하신 경우는 계약자 명의와 이용자 명의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통합 전의 au ID(구 au ID)로 이용하시던 서비스나 캠페인은 통합 후의 신 au ID에는 

인계할 수 없습니다. 또한 au WALLET Prepaid 카드의 특전 기능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4G LTE/
WiMAX 2+/

3G 통신의
통신속도제한

당월 이용하신 통신량 합계가 월간 데이터 용량을 초과하면 당월 말까지의 통신속도가 송수신 최대 128kbps(베스트 에포트형 서비스          )로 제한됩니다
(통신속도의 제한은 다음 달 1일에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Data Charge         」의 데이터 용량 구입분 또는 「Extra Option」을 신청하신 경우는 통신속도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혼잡을 회피하기 위해 최근 3일간(당일은 제외)의 이용 통신량이 합계 3GB 이상인 경우는 통신속도를 종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tra 
Option」 가입 시도 남은 데이터 용량에 관계없이 제한 대상이 됩니다).

이용하신 통신료가 고액이 될 경우는 일시적으로 회선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20
P07

통신량 도달

통보에 대하여

당월 중에 이용하신 통신량이 6GB 및 7GB (�Tethering Option」 가입 시는 +500MB)를 초과하면 SMS(C-mail)로 알려 드립니다. 「Data Charge」를 이용 
중인 경우 당월 중에 이용하신 통신량이 월간 데이터 용량 및 구입 데이터 용량의 합계 잔량으로 5%, 1% 이하가 되면 au ID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알려 
드립니다. 

●4G LTE 태블릿과 4G LTE 스마트폰은 동일인 명의로 계약하셔야 합니다(이용자 등록을 하신 경우는 계약자 명의와 이용자 명의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6GB 4GB

※공유 데이터 이용용량은 일례입니다.

P09

보증기간 연장 옵션 서비스

AppleCare+Data Share
대상기종

스마트폰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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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4G LTE/
WiMAX 2＋/

3G通信の
通信速度制限

当月中にご利用の通信量が6GBおよび7GB（「テザリングオプション」加入時は＋500MB）を超えた場合、SMS（Cメール）にてお知らせします。
「データチャージ」をご利用の場合、当月中にご利用の通信量が月間データ容量および購入データ容量の合計残容量で5%・1%以下になった場
合、au IDに登録されたメールアドレスにお知らせします。

通信量到達の
お知らせについて

4G LTEタブレットと4G LTEスマホをセットで使うと、月間データ容量をシェアできる。

記載の「料金プラン」「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は4G LTE（au VoLTE対応）のプランも対象です。

■ご利用方法

■対象の料金プラン/データ定額サービス

●同一名義の場合、au IDが統合できます（利用者登録をされている場合は、契約者名義と利用者名義
が同一であること）。●統合前のau ID（統合元のau ID）で利用していたサービスやキャンペーンは、統合
先のau IDには引き継ぎができません。また、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の特典機能はご利用いた
だけなくなります。

タブレット

大画面のタブレットは
オフの映画鑑賞や
仕事での提案に

手軽なスマホは
日常使いで

【au ID統合時のご注意事項】

同じ「au ID」

「データチャージ」へのご加入と
「データシェア」の設定STEP 2STEP 1 STEP 3

「データシェア」
ご利用開始！

データシェアに
ついて

auタブレットとauスマホを
同じ「au ID」にする

その他
注意事項は
コチラ

詳しくは
コチラ

スマホ

●4G LTEタブレットと4G LTEスマートフォンは同一名義でご契約が必要です（利用者登録をされている場合は、契約者名義と利用者名義が同一である必要があります）。

（例）タブレット 料金プラン：「タブレットプラン ds（3年契約）」
スマートフォン データ定額サービス：「データ定額10」

4G LTEタブレット ……… 「タブレットプラン ds（3年契約）/（2年契約）        」「LTEフラット for Tab/ Tab（i）/ Tab（L）       ★」

4G LTEスマートフォン … 「データ定額1/ 2 / 3 / 5 / 8 / 10 /13  　　      」「LTEフラット       」

P08

P02 P04

P09

P07

当月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月間データ容量を超えた場合、当月末までの通信速度が送受信最大128kbps（ベストエフォート型サービス  　　）と
なります(通信速度の制限は、翌月1日に順次解除されます)。「データチャージ       」のデータ容量購入分または「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をお申し込み
の場合、通信速度の制限なくご利用いただけます。
ネットワーク混雑回避のために、直近3日間（当日は除く）にご利用の通信量が合計で3GB以上の場合、通信速度を終日制限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
あります（「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お申し込みの場合も残データ容量に関わらず、制限の対象となります）。  
ご利用の通信料が高額となる場合は、一時的に回線を停止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P20
P07

タブレットとスマホの
月間データ容量をシェア！

2台でシェアする月間データ容量★

※シェアするデータ容量はご利用の一例です。

★：タブレット単独型プラン　　　ご利用の場合は、スマートフォンとタブレットの月間データ容量の合計がシェアの対象となります。
【データシェアについて】 ※「データチャージ　　　」をした場合、その容量もデータシェアの対象となります。※データシェアを適用できる4G LTEタブレットは、4G LTEスマートフォン1回線に
対して、最大5回線まで設定ができます。また、タブレット同士のみでも最大5台までデータシェアのご利用が可能です。※海外では、データシェア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

「安心アクセスサービス」「WEB利用制限」にご加入の場合、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データシェアをご利用中の回線で利用者登録・譲渡（家族間譲渡含む）・承継を行った場合、統合済のau IDが
分離され、データシェアの設定が解除されます。また、月末日にこれらの手続きを行った場合、翌月にご利用できる月間データ容量が反映されない場合があるため、お申し込みいただけません。
※データシェアをご利用中の回線に、データギフト対象外のプランが含まれる場合、データシェアを利用する他の回線もデータギフトの対象外となります。

P20

P09

スマホ
利用分

タブレット
利用分

10GB
6GB 4GB

共有 共有

PRICE PLAN　各種オプションサービス

対象機種データシェ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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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 2016년 6월 이용분까지 월간 데이터 용량 10MB가 부여됩니다. ※당월 말 시점에서 대상 서비스/요금 플랜 적용 중인 분이 대상입니다. 「Data Charge」 대상이 아닌 데이터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으로 변경한 경우는 이월된 데이터 용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Data Share」를 이용하시는 경우는 데이터 공유를 설정한 모든 회선에서 대상 데이터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이월 대상은 데이터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에서 정해진 월간 데이터 용량입니다. 캠페인 등의 증량분・전월에서 
이월분・데이터 충전 구매분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은 월간 데이터 용량을
다음 달 말까지 이월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 ①  조건 ②

「Data Charge        」에 가입하기

이용 조건 …… 하기 ① ②의 조건이 모두 적용된 달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G LTE/WiMAX 2+/
3G 통신의 통신속도제한

통신량 도달
통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P07 당월 중에 이용하신 통신량이 월간 데이터 용량 및 구입 데이터 용량의 합계 잔량으로 
5%, 1% 이하가 되면 au ID에 등록된 메일 주소로 알려 드립니다.

대상기종

휴대전화

대상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에 가입:

「Flat-rate Data 5 /8 / 10 / 13               」  「Tablet Plan ds (3년 계약)/ (2년 계약)        ★」

「LTE Flat for Tab /Tab(i) /Tab(L)        」

P02 P04 P08

P09

남은 월간 데이터 용량을

다음 달 자신이 사용!

PRICE PLAN   각종 옵션 서비스

Data Carryover
대상기종

스마트폰 태블릿

충전 이용료
●  「Data Charge」를 이용하려면 「au ID」 설정이 필요합니다.

★: 대상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LTE Flat은 제외, LTE Flat(V)은 대상)에 가입하실 경우 「Data Charge」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단, 안심 액세스 서비스 가입자(안심 액세스 for Android™/iOS 가입자는 제외), WEB 이용제한 가입자, 법인 
계약은 제외합니다]. ※Data Charge로 구입한 데이터 용량은 Data Gift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데이터 용량의 구입은 au 간단 결제를 이용합니다. ※ 구입하신 데이터의 미사용 용량은 대상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 이외의 서비스로 변경한 시점부터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 Data Charge 이용 시는 Extra Option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au고객지원         에서 8시~ 21시 사이에 Data Charge 시작 수속을 하시면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1시~ 다음 날 8시 사이에 수속하신 경우는 다음 날 8시 이후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신규 계약 및 기종 변경 수속을 하신 
경우는 다음 날 8시 이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충전(구입) 가능.

월액 데이터 용량을 다 사용했어도 데이터 용량을 추가 가능. 다 사용하기 전에도 충전 가능.

데이터 용량 단위 이용료 유효기간

0.5GB 550엔
충전 시점에서

62일간
1GB 1,000엔

대상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 또는 요금 플랜★

기재된 「요금 플랜」 「데이터(패킷) 정액 서비스」는 4G LTE(au VoLTE 대응) 플랜도 대상입니다.

대상기종

휴대전화

「Flat-rate Data 1 /2 /3 /5 /8 / 10 / 13               」   「LTE Flat        」

「Tablet Plan ds (3년 계약)/ (2년 계약)        」

「LTE Flat for Tab /Tab(i) /Tab(L)        」를 이용하시는 분이 대상P09

P07

P08

P02 P04

데이터 옵션

Data Charge
대상기종

월간
데이터 용량

월간 데이터 용량

0GB

이번 달은 많이 사용해서
데이터 용량이 부족하다 ...

사용할 용량만큼
데이터 충전

고속 통신 OK 고속 통신 OK
통신 속도가
제한됩니다.

구입
데이터 용량

스마트폰 태블릿

P28

20

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記載の「料金プラン」「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は4G LTE（au VoLTE対応）のプランも対象です。

チャージ利用料
• 「データチャージ」のご利用には「au ID」の設定が必要です。

★：対象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または料金プラン（LTEフラット除く、LTEフラット（V）は対象）にご加入の場合、「データチャージ」へのご加入が必要です［ただし、安心アクセスサービス加入者（安心アクセス for Android™/iOS加入者
を除く）、WEB利用制限加入者、法人契約を除きます］。※データチャージで購入したデータ容量は、データギフトの対象外です。
※データ容量の購入はauかんたん決済を利用します。※対象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または料金プラン以外に変更された時点で残りの購入したデータ容量はご利用できなくなります。※データチャージご利用時は、エクストラオプションは
お申し込みできません。※auお客さまサポート 　　 にて8時-21時にデータチャージ開始のお手続きをいただいた場合、すぐにご利用いただけます。21時-翌8時までにお手続きの場合、翌日8時以降よりご利用いただけます。なお、同日に新規
契約・機種変更のお手続きをされた場合は、翌日8時以降のご利用となります。

リアルタイムにデータをチャージ（購入）できる。

月額データ容量を使い切っても、データ容量を追加できる。使い切る前でも、チャージ可能。

データ容量単位 利用料 有効期間

0.5GB 550円 チャージ時点より
62日間1GB 1,000円

P28

月間
データ容量

購入
データ容量

月間データ容量

0GB

今月はたくさん使ったから、
データ容量が足りない…

使いたい分だけ
データチャージ

高速通信OK 高速通信OK
通信速度制限が
かかります

対象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または料金プラン★ 

★：2016年6月ご利用分まで月間データ容量10MBが付きます。※当月末時点で対象のサービス/料金プラン適用中の方が対象となります。ただし、「データチャージ」対象外のデータ定額サービスもしくは料金プランに変更した場合、くりこされた
データ容量は利用できなくなります。
※「データシェア」をご利用の場合、データシェアを設定している全ての回線で対象のデータ定額サービスもしくは料金プランへのご加入が必要です。※くりこしの対象はデータ定額サービスもしくは料金プランで定められている月間データ容量です。
キャンペーン等での増量分・前月からのくりこし分・データチャージでの購入分はくりこしの対象外です。

対象のデータ（パケット）定額サービスまたは料金プランへのご加入：
「データ定額5/8/10/13             」「タブレットプラン ds（3年契約）/（2年契約）      ★」
「LTEフラット for Tab/Tab（i）/ Tab（L）      」

条件②

P02 P04

P09

P08

条件①

「データチャージ　　」への
ご加入

下記

「データ定額 1/2/3/5/8/10/13　　  　　」「LTEフラット　　 」
「タブレットプラン ds（3年契約）/（2年契約）       」
「 LTEフラット for Tab/ Tab（i）/ Tab（L）       」をご利用のお客さま

P02 P04

P09

P08

P07

ご利用の条件 …… 下記①②の条件をすべて満たすことで、ご利用いただけます。

余った月間データ容量を、
翌月末までくりこして利用できます。

余った月間データ容量を
翌月自分で使う！

対象機種データくりこし

PRICE PLAN　各種オプションサービス

対象機種

データオプション
データチャージ

4G LTE/WiMAX 2＋/
3G通信の通信速度制限 詳細は       でご確認ください。 通信量到達の

お知らせについてP07 当月中にご利用の通信量が月間データ容量および購入データ容量の合計残容量で5%・
1%以下になった場合、au IDに登録されたメールアドレスにお知らせし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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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세계 23개 국가 및 지역으로 건 국제전화 통화료를

월 980엔~(면세) 최대 750분 이용 가능!!

★1: 15분 이내의 일본 국내에서 대상 국가 및 지역으로 건 010으로 시작하는 au 국제전화서비스 통화료가 월 최대 50회까지 무료입니다. 51회 이후는 1회 통화마다 횟수 초과료 300엔(면세)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횟수를 불문하고 1회 통화가 15분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분에 대하여 30초당 20엔(면세)의 통화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 010 대신 005345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화횟수는 일본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일본시간으로 달을 걸친 통화는 통화를 종료한 달에 계산합니다. ※ 회선을 양도・승계한 경우도 통화횟수는 인계됩니다. ※ 통화횟수 등 이용상황은 au 고객지원 또는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전날 이용분까지). ※ au 국제전화서비스는 당사에서 매달의 이용한도액(30,000엔(면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액 초과를 당사에서 확인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이용 정지됩니다(본 옵션 정액료 및 횟수 초과료는 
한도액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해당 통화요금 지불이 확인될 때까지의 기간은 이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에서 이용한 발착신, SNS(C-mail) 송신, 위성전화/위성선박전화로 통화, 당사가 별도로 지정한 전화번호로 통화 등은 본 
옵션의 무료통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옵션에 의한 무료통화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옵션에 가입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고객님이 보유한 통신설비 등에 연결하고 이용하거나 소프트웨어 등에 의한 자동 발신을 한 경우
(당사가 사전 승낙한 경우는 제외). 통신 매개, 전송 기능 이용 또는 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연결 등을 통하여 통신에 의한 직접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통화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 무료 통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통화는 각 서비스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됩니다(위성선박전화로 한 통화는 30초당 50엔(세금 별도)). ※ 「모바일 토크 등의 001 국제전화 할인서비스」를 계약 중에 본 옵션을 신청하신 경우에 「모바일 토크 등의 001 국제전화 할인서비스」는 당월 말 또는 다음 달 월초에 자동 폐지됩니다. 
자동 폐지될 때까지 기존의 001010 등으로 시작되는 발신 방법에서는 15분 이내의 통화라도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010으로 시작되는 au 국제전화서비스로 변경하고 이용해 주십시오. ※ 통화한 상대 국가 및 지역에 따라서는 현지 사업자의 설비 등 사정에 
따라 연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 적용에 대하여] ※ 월 중간에 옵션 서비스 폐지나 해약 등을 하신 경우는 일당 계산되지 않고 정액료가 부과됩니다. ※ 월 중간에 대상에서 제외된 데이터 정액 서비스로 변경 등 본 옵션 서비스가 폐지되는 경우에 정액 통화는 대상 데이터 정액 서비스 적용 
기간까지입니다. ※기본사용료, 데이터 통신료, 기타 옵션료, 유니버설 서비스료          등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대응 기종의 자세한 내용은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
<au 국제 통화 정액제>

SERVICE   국제 서비스

대상기종

스마트폰

NEW

※ 1회 15분 이내
 (월 50회까지)

※1회 15분 이내(월 50회까지)

정액 요금으로 au(일본 국내)에서 대상 국가 및 지역으로 건 국제전화 통화료 무료
★1 

■ 대상 …… 4G LTE 스마트폰(또는 4G LTE 휴대전화)으로

　　　　　 「Flat-rate Data 1 /2/3/5/8/10/13」에 가입하신 분

■ 정액료 … 「Flat-rate Data 5/8/10/13                  」에 가입하신 경우: 980엔/월(면세)

 　　　　　 「Flat-rate Data 1 /2/3                 」에 가입하신 경우: 1,480엔/월(면세)

※ 기재된 「데이터 정액 서비스」는 4G LTE(au VoLTE 대응) 플랜도 대상입니다.

■ 통화료 … 일본 국내에서 대상 국가 및 지역으로 건 010★2으로 시작하는 au 국제전화서비스 통화료가 다음과 같은 요금이 됩니다.

P02 P04

P02 P04

통화횟수/월

통화시간/회

50회까지 무료

횟수 초과료 300엔(면세)/회
+20엔(면세)/30초

15분 이내 15분 초과분

51회 이후

■ 신청         필요

■ 대상 국가•지역 … 중국(마카오 제외), 필리핀, 한국, 태국, 대만,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브라질, 페루, 

   미국본토(알래스카 제외), 캐나다, 멕시코, 하와이, 괌,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서비스 제공 시작 시점(2016년 3월). 최신 정보는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P02

무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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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1:15分以内の日本国内から対象の国・地域宛の010ではじまるau国際電話サービスの通話料が、50回/月まで無料となります。51回目以降は、1回の通話ごとに回数超過料300円（免税）が別途かかります。回数を問わず、1回の通話が15分を超え
た場合、超過分につき30秒ごとに20円（免税）の通話料が別途かかります。
★2: 010のかわりに005345をダイヤルしてもご利用いただけます。※通話回数は日本時間でカウントします。日本時間にて月をまたがる通話は、通話を終了した月にカウントいたします。※回線を譲渡・承継した場合も、通話回数は引き継がれます。
※通話回数等ご利用状況は、auお客さまサポートもしくはお客さまセンターにてご確認いただけます（前日ご利用分まで）。※au国際電話サービスは当社にて毎月のご利用限度額（30,000円（免税））を設定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その限度額を超過
したことを当社にて確認できた時点から順次、ご利用を停止させていただきます（本オプションの定額料および回数超過料は、限度額の対象外です）。また、当該通話料金のお支払いが確認できるまでの期間、当サービスのご利用を停止させていただく
場合があります。※海外での発着信、SMS（Cメール）送信、衛星電話/衛星船舶電話への通話、当社が別途指定する電話番号への通話等については、本オプションによる無料通話の対象外となります。その他、次の場合には本オプションによる無料通話
の適用を行わないことがあります。本オプションに加入した携帯電話について、お客さまの保有する通信設備等に接続して利用したり、ソフトウエア等による自動発信を行った場合（いずれも当社が予め承諾した場合を除きます）。通信の媒介、転送
機能の利用、又は他社が提供するサービスへの接続等を通じて、通信による直接収入を得る目的で利用した場合。通話以外の用途で利用した場合。※無料通話の対象外となる通話は、各サービスに応じた通話料がかかります（衛星船舶電話への通話
は30秒ごとに50円（税抜）となります）。※「モバイルトーク等の001国際電話の割引サービス」をご契約中に本オプションをお申し込みの場合、「モバイルトーク等の001国際電話の割引サービス」は当月末もしくは翌月の月初までに自動廃止となります。
自動廃止になるまでの間、従来の001010等ではじまる発信方法では15分以内の通話であっても通話料がかかりますので、010ではじまるau国際電話サービスに変更してご利用ください。※通話先の相手国・地域によっては、現地事業者の設備など
の都合により接続できない場合がございます。
【料金適用について】月の途中でのオプションサービス廃止やご解約などの場合、日割とならず定額料がかかります。※月途中に対象外のデータ定額サービスに変更など、本オプションサービスが廃止となる場合、定額での通話は、対象データ定額
サービス適用期間までとなります。※別途、基本使用料、データ通信料、その他オプション料、ユニバーサルサービス料　　  等がかかります。

　世界23の国と地域宛への国際通話料が
 980円/月～（免税）で最大750分利用可能 !!

無料★1

※1回15分以内（月50回まで）
定額料金でau（日本国内）から対象国・地域宛の国際電話通話料無料★1

※記載の「データ定額サービス」は、4G LTE（au VoLTE対応）のプランも対象です。

※サービス提供開始時点（2016年3月）。最新情報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通話回数/月

通話時間 /回

50回目まで 無料

回数超過料300円（免税）/回
+20円（免税）/30秒

15分以内 15分超過分

51回目以降

必要

■対象……4G LTEスマートフォンにて
　　　　　「データ定額1/2/3/5/8/10/13」にご加入の方

■定額料…「データ定額5/8/10/13              」ご加入の場合:980円/月（免税）
　　　　　「データ定額1/2/3              」ご加入の場合:1,480円/月（免税）

■通話料…日本国内から対象の国・地域宛の010★2ではじまるau国際電話サービス通話料が以下の料金となります。

■お申し込み

■対象の国・地域…中国（マカオ除く） 、フィリピン、韓国、タイ、台湾、ベトナム、香港、マレーシア、インド、ネパール、ブラジル、ペルー、
　　　　　            米国本土（アラスカ除く） 、カナダ、メキシコ、ハワイ、グアム、イギリス、オーストリア、オランダ、ノルウェー、ポルトガル、スウェーデン

P02 P04

P02

P02

P04

※1回15分以内
　（月50回まで）

※お申し込み翌月から適用となります。

対象機種

SERVICE　国際サービス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
au国際通話定額

※対応機種の詳細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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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기본료 불필요 (신청 불필요)

au International Calling FLAT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 및
지역으로 하는 국제전화는 이 서비스를 추천합니다.

일본에서 해외로 거는 국제전화도 안심 요금.

※국가번호, 시외국번도 필요합니다. 국가번호에 대해서는 au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시외국번이 
「0」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0」을 제외하고 다이얼하십시오
(이탈리아의 고정전화 등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
※「010」 대신 「005345」를 부가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주요국가에 거는 국제통화료 (30초간 통화료・면세)     본 페이지에 기재가 없는 국가· 지역에 대하여는 au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오스트레일리아
［국가번호 61］

종일 20엔

싱가폴
［국가번호 65］

종일 65엔

독일
［국가번호 49］

종일 65엔

프랑스
 ［국가번호 33］

종일 65엔

〡 (국가번호) 〡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  ▶0 1 0

P28

P28

국가 ・ 지역별로 통화료가 24시간 균일 요금.

수속 없이 바로 걸 수 있다.

기본요금 없이 통화료만 청구.

전화 거는 방법

※ au 국제전화 서비스는 Unlimited Calling Plan 등의 정액 통화 및 그밖의 각종 통화료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001 International Mobile Talk」를 계약하신 분은 「001 International Mobile Talk」 요금이 적용됩니다. 단 「010」로 상대방에게 국제전화를 건 경우는 「au 국제전화 서비스」 요금이 적용되므로 유의해 주십시오.
【au 국제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 au 휴대전화로 이용하신 경우에 통화료는 매월의 au 휴대전화 이용요금과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 「au 국제전화 서비스」의 매월 이용 한도액인 초기 설정액 30,000엔(면세)의 초과가 확인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을 
정지합니다. 이용 한도액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고객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28

au 국제전화 서비스

SERVICE   국제 서비스

대상기종

외국과 하는 통화가 경제적!

일본국내의 au 스마트폰/au 휴대전화 외국의 휴대전화/고정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용료(면세)

송신

100엔/통

송신방법

SMS(C-mail) 상대방에게 하기에 기재된 내용을 입력하고 발신

무료

수신

〡 (국가번호) 〡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0 1 0

※ 송수신할 수 있는 해외사업자 및 국가번호에 대해서는 au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상대방 휴대전화 번호가 「0」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0」을 생략하고 입력하십시오.

해외의 현지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와
SMS(C-mail)를 할 수 있습니다.

기본료 불필요 (신청 불필요)

【국제 SMS(C-mail)에 대하여】 ※ 프리페이드 서비스 휴대전화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국제 SMS 이용료는 각종 할인서비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송신방법이 틀리는 등 송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용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해외통신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고객님이 송신한 국제 SMS가 수신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 au 휴대전화에서 표시 가능한 문자를 송신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에 따라서는 송신한 문자가 바르게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가 규정한 접속 통신사업자 이외의 통신사업자를 이용하시는 분과도 국제 SMS를 이용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P28

※일부 이용하실 수 없는 기종이 있습니다.

국제 SMS (C-mail)
대상기종

22

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au国際通話定額に含まれていない国・地域への国際電話は
このサービスがおすすめです。
日本から海外への国際電話も安心の料金。

※au国際電話サービスは電話カケ放題プランなどの定額通話や、その他各種通話料割引の対象外となります。
※「001国際モバイルトーク」をご契約のお客様は「001国際モバイルトーク」の料金が適用されます。但し、「010」で相手先に国際電話を掛けた場合は「au国際サービス」の料金が適用されますのでご留意ください。
【au国際電話サービスについて】※au携帯電話からご利用の場合、通話料は毎月のau携帯電話ご利用料金と合算してご請求します。※「au国際電話サービス」の毎月のご利用限度額の初期設定額30,000円（免税）を超過したことが確認できた時点
から順次、ご利用を停止します。ご利用限度額の変更を希望される場合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へ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P28

日本から主要国への国際通話料（30秒間の通話料・免税）
オーストラリア
［国番号61］

シンガポール
［国番号65］

ドイツ
［国番号49］

フランス
 ［国番号33］

ダイヤル方法 ー（国番号）ー（相手先の電話番号）▶0 1 0

基本料不要（お申し込み不要）

※国番号、市外局番も必要です。国番号につきましては、auホー
ムページまた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でご確認いただけます。
市外局番が「0」で始まる場合には「0」を除いてダイヤルしてくだ
さい（イタリアの固定電話など一部例外もあります）。
※「010」の代わりに「005345」を付加してもご利用いただけます。

P28

本ページに記載のない国・地域については、auホームページまた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でご確認ください。P28

海外の現地スマホやケータイと
SMS（Cメール）のやりとりができます。

【国際SMS（Cメール）について】※ぷりペイドサービス携帯電話で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国際SMS利用料は、各種割引サービスの適用対象外となります。※送信方法の誤りなどにより送信が完了していない場合においても、利用料が発生する
場合があります。※海外通信事業者の都合により、お客さまが送信した国際SMSが受信者に送達されない場合も利用料が発生します。※au携帯電話で表示可能な文字が送信できます。ただし、海外通信事業者の携帯電話によっては、送信した文字
が、正しく表示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当社が規定する接続先通信事業者以外の通信事業者をご利用になっているお客さまとの間においても、国際SMSをご利用いただくことができる場合があります。その場合も利用料が発生します。

利用料（免税）

送信

100円/通

送信方法

SMS（Cメール）の宛先に下記を入力し、発信

無料
受信

ー（国番号）ー（相手先の携帯電話番号）0 1 0

※送受信できる海外事業者および国番号についてはauホームページまた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でご確認ください。
相手先の携帯電話番号が「0」で始まる場合には、「0」を除いて入力してください。

基本料不要（お申し込み不要）
P28

国・地域ごとに通話料が24時間均一。

手続きなしで、すぐかけられる。

基本料金なしで、通話料のみご請求。

Po i n t1

Po i n t2

Po i n t3

海外への通話がおトク！

日本国内のauスマホ/auケータイ 海外の携帯電話/固定電話

終日20円 終日65円 終日65円 終日65円

SERVICE　国際サービス

au 国際電話サービス

対象機種国際 SMS （Cメール）
※一部ご利用いただけない機種があります。

対象機種

22



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국제로밍 서비스
스마트폰

SERVICE   국제 서비스

★1: 보이스 파티, Answering Service, Voice Mail Service, Call Forwarding Service (무응답 전송, 통화중 전송), Call Waiting Service, Multi-Party Calling Service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Call Forwarding Service는 풀 전송 서비스에서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VoLTE의 고음질 통화는 해외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3: 방문국에 따라서는 통화 지역과 데이터(패킷) 통신 지역이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4: 기종에 따라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로밍 서비스 이용 시】 ※신규 계약하고 이용하실 경우 일본국내에서 처음 이용하신 날로부터 2일 후에 해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로밍 서비스의 통화료・통신료에 대하여】 ※통화료・데이터(패킷) 통신료는 일본국내의 각종 할인 서비스・데이터(패킷) 정액/할인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방문국에서는 착신한 경우라도 통화료가 듭니다. 또 국가・지역에 따라서는 발신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통화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패킷) 통신료는 송수신한 패킷량에 따라 과금됩니다(1패킷=128바이트). 해외에서 이용하신 통신료가 고액이 될 경우는 일시적으로 회선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블릿

해외에서도 
그대로 au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G LTE 대응 기기에서 이용하시는 경우

● 국제로밍 서비스(통신방식 UMTS/GSM) 대응 기종은 전세계 220개 이상의 국가・지역에서 이용 가능★1!
  또한 LTE 통신을 이용 가능한 국가・지역도 확대중 ! ★1★2

통 화 

주요 국가의 통화료(면세)

방
문
국

방문국에서 발신한 경우

120엔/분
50엔/분
80엔/분

방문국에서의 국내 통화

165엔/분
70엔/분
110엔/분

방문국에서 착신한 경우

140엔/분
125엔/분
180엔/분

일본으로 한 국제 통화

210엔/분
265엔/분
280엔/분

일본 이외의 국가로 한 국제 통화

미국 본토(알래스카・하와이 포함)

한국

독일

통 신

데이터(패킷) 통신료(면세)

1.6엔/KB

SMS(C-mail) 송신료(면세)

100엔/회

(수신 0엔)

태블릿 Wi-Fi 공유기스마트폰

일본국내에서
출국하기 전에

로밍지역정보(PRL) 갱신
방문국에서 해외모드로 전환★4 2 통화/SMS 뿐만 아니라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고

싶으신 경우는 「데이터 로밍」을 ON
설정 완료1

▶설정 방법: 출국하기 전과 출국 직후에 해야 할 설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28

Overseas Double-Teigaku
           로 안심 !P24

해외 LTE
대응 지역
확대중!!

공유기

※자세한 내용은 au 홈페이지 <http://www.au.kddi.com/english/mobile/service/global/global-passport/ (일본어/영어 표기 전용)>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

해외에서의 이용정지, 「au IC 카드」 의 PIN 코드 설정, 일본 국내에서의 사전 설정 등은 출국하시기 전
au 홈페이지를 확인하신 후 설정하여 주십시오. 그밖의 주의사항 등도 있으므로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au.kddi.com/information/notice_mobile/global/ (일본어 표기 전용)

출국하시는 분

※대응 기종의 자세한 내용은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기종

방문국 국내 통화, 방문국에서 일본・그 밖의 국가로 통화 가능★3. 방문국에서 인터넷이나 E-mail, 
SMS(C-mail)도 이용 가능★3.

상대방 전화번호를 지역번호(시외국번)부터 입력하기만 하면 OK

스마트폰인 경우
휴대전화인 경우

「전화 마크」 를 탭  ▶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  ▶ 「メニュー (메뉴)」 를 누르고  「特番付加 (특수번호)」 를 선택  ▶ 「国際電話 (국제전화)」  ▶ 「日本 (일본)」 ▶ 「発信 (발신)」

상대방 전화번호를 입력  ▶  결정 키를 누름  ▶  「音声電話 (음성전화)」 를 선택  ▶  「日本へ発信 (일본으로 발신)」 또는 「日本へ発信 (일본으로 발신) (+81)」 을 선택

전화 거는 방법

방문국 국내로 건다

해외에서 일본으로 건다

방문국에서의 도난이나 분실 등 트러블 시의 문의처 
「＋」 키(또는 방문국의 국제 액세스 번호) -81-3-6670-6944 (유료•au 휴대전화에서는 무료)

대응 가능한
주요 국가 및 지역

●상기             안의 국가・지역(2016년 5월 현재)에서는 LTE 통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대응 통신방식이 동일해도 4G LTE(au VoLTE 대응) 등 기종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국가・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칠레  등

중남미

유럽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영국 • 스페인 • 네덜란드

스위스 • 오스트리아

벨기에 • 러시아 • 터키  등

아시아

중국 • 한국 • 대만 

태국 • 홍콩 • 싱가폴

필리핀 •미얀마  등

미국 • 캐나다

알래스카   등

북미

중동•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 남아프리카

아랍에미리트 연방

이집트  등

하와이 • 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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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渡航先での盗難や紛失などのトラブル時のお問い合わせ先
「＋」キー（または渡航先の国際アクセス番号）-81-3-6670-6944（有料・au携帯電話からは無料） 

電話のかけ方
渡航先の国内にかける

渡航先から日本にかける
相手先の電話番号を地域番号（市外局番）から入力するだけでOK
スマートフォンの場合
ケータイの場合

「受話マーク」をタップ▶相手の電話番号を入力▶「メニュー」を押し「特番付加」を選択▶「国際電話」▶「日本」▶「発信」
相手の電話番号を入力▶決定キーを押す▶「音声電話」を選択▶「日本へ発信」または「日本へ発信（+81）」を選択

海外でもそのままau携帯電話が使えます。

★1：ボイスパーティー、お留守番サービス、ボイスメールサービス、着信転送サービス（無応答転送、話中転送）、割込通話、三者通話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転送サービスはフル転送サービスのみご利用いただけます。★2：VoLTEの高音質通話
は海外で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3：渡航先によっては通話エリアとデータ（パケット）通信エリアが異なる地域があります。★4：機種により不要な場合があります。
【国際ローミングサービスのご利用に際して】※新規ご契約でご利用の場合、日本国内で最初のご利用日の2日後から海外でのご利用が可能です。
【国際ローミングサービスの通話料・通信料について】※通話料・データ（パケット）通信料は、国内の各種割引サービス・データ（パケット）定額/割引サービスの対象となりません。※渡航先は、着信した場合でも通話料がかかります。また、国・地域に
よっては、発信ボタンを押した時点から通話料が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データ（パケット）通信料は、送受信したパケット量に応じて課金されます（1パケット＝128バイト）。海外でのご利用通信料が高額となる場合は、一時的に回線を停止させて
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4G LTE対応機器でのご利用
●国際ローミングサービス（通信方式 UMTS/GSM）に対応した機種なら、全世界220以上の国･地域でつながる★1！

さらに、LTE通信がご利用できる国・地域も拡大中!★1★2

渡航先国内の通話、渡航先から日本・その他の国へ通話が可能★3。

主要国の通話料（免税）

渡
航
先

渡航先から発信した場合

120円/分
50円/分
80円/分

渡航先での国内通話
165円/分

70円/分
110円/分

渡航先で着信した場合

140円/分
125円/分
180円/分

日本への国際通話
210円/分
265円/分
280円/分

日本以外への国際通話
アメリカ本土（アラスカ・ハワイ含む）

韓国
ドイツ

渡航先でのインターネットやEメール、
SMS（Cメール）も利用可能★3。通 信通 話

ご利用可能な
主要国・地域

※詳しくはauホームページ＜http://www.au.kddi.com/mobile/service/global/global-passport/（日本語/英語表記のみ）＞でご確認ください。

海外での利用停止、「au ICカード」のPINコード設定、国内での事前設定などは渡航前に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
の上、設定をお願いいたします。その他のご注意事項もございますので、下記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http://www.au.kddi.com/information/notice_mobile/global/  （日本語表記のみ）

渡航される
お客さまへ 

データ（パケット）通信料（免税）

1.6円/KB

SMS（Cメール）送信料（免税）

100円/回
（受信0円）

海外ダブル定額
で安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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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米

オセアニア

アジアヨーロッパ

中東・アフリカ

中南米

▶設定方法：渡航前と渡航直後に設定が必要です。詳しく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に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設定完了渡航先で 海外モードへの
切り替え★4 2 通話/SMSだけでなく、データ通信を行いたい

場合は「データローミング」をON1国内で ローミングエリア情報
（PRL）を渡航前に更新

スマートフォン タブレット Wi-Fiルーター

●上記　　　 の国・地域（2016年5月現在）でLTE通信がご利用いただけます。
※対応通信方式が同一でも4G LTE（au VoLTE対応）など、機種によりご利用いただける国・地域が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詳しくはauホームページで

ご確認ください。

海外LTE
対応エリア
拡大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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フランス・ドイツ・イタリア

イギリス・スペイン・オランダ

スイス ・ オーストリア
ベルギー ・ロシア ・トルコ など

サウジアラビア

クウェート・南アフリカ

アラブ首長国連邦

エジプト など

中国・韓国・台湾・タイ

香港 ・シンガポール
フィリピン ・ ミャンマー など

ハワイ・グアム

オーストラリア

ニュージーランド  など

 アメリカ ・カナダ
 アラスカ  など

ブラジル ･メキシコ

ペルー ・ アルゼンチン
チリ など

対象機種

SERVICE　国際サービス

国際ローミングサービス
※対応機種の詳細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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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u.kddi.com/mobile/service/global/global-passport/
http://www.au.kddi.com/information/notice_mobile/global/
http://www.au.kddi.com/information/notice_mobile/global/
http://www.au.kddi.com/english/mobile/service/global/global-passport/


실제 청구액은 기본사용료, 휴대전화의 구입대금 분할지불금(분할지불 이용 시), 통화료(무료통화 초과분・무료통화 대상 외의 통화분), 패킷통신료(패킷통신 정액제가 적용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는 각 서비스의 상한액 대상 외의 통신료), 각종 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 실제 청구액은 각 세금을 제외한 금액 합계에서 세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세금포함 합계액과 다릅니다. 단, 세금 포함액은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기재합니다(통화료・통신료는 제외).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대상기종

Overseas Double-Teigaku
해외 패킷통신 정액 서비스

※대응 기종의 자세한 내용은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휴대전화/태블릿에서 E-mail, 인터넷 등의 이용, 데더링에 의한 이용이 대상이 됩니다. 음성통신 및 SMS(C-mail)의 이용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verseas Double-Teigaku에 대하여】 ※각 요금 플랜에 포함된 무료통화료는 「Overseas Double-Teigaku」 통신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amily Discount」의 「Sharing Course」를 선택하신 경우에도 다른 가족의 남은 무료통화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사업자 이외의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우의 패킷통신은 「Overseas Double-Teigaku」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Overseas Double-Teigaku」 대상 외의 패킷통신료에는 각 요금플랜에 포함된 무료통신료가 적용됩니다.
【대상사업자 접속에 대하여】 ※해외에서 이용하신 통신료가 고액이 될 경우는 일시적으로 회선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980엔

일액 청구액(면세)

1,980엔

할인전 통신료(일액)1,980엔 40,000엔 41,000엔

얼마든지 사용해도

최대  2,980 엔/일(면세)

약 24.4MB(40,000엔분)까지

최대  1,980 엔/일(면세)

방문국의 현지시간이 아니라 일본시간의 1일(0:00~23:59까지) 통신에 대한 과금입니다. 또 월액제 정액료가 아닙니다.

하루 최대 2,980엔(면세) (신청 불필요)　

• 정액 대상인 국가•지역 및 사업자는 au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대상 통신

사용한 만큼

지불

※대상사업자는 예고 없이 추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URL http://www.au.kddi.com/english/mobile/charge/packet-discount/kaigai-double-teigaku/lte/   (일본어/영어 표기 전용)

스마트폰

얼마든지 사용해도 최대 2,980엔/일(면세)으로 안심!

세계 162개 국가 • 지역을 커버(2016년 5월 현재)

약 24.4MB 까지 최대 1,980엔/일 (면세)

태블릿

P28

4G LTE 대응 기종 ▶  「LTE NET        」 「LTE NET for DATA」에 가입하신 분.

정액 대상인 국가•지역에서 연결하고 이용한 패킷통신료★.

4G LTE 대응 기종 ▶  ⌜Overseas Double-Teigaku⌟ 대상사업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P07

SERVICE   국제 서비스

공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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実際のご請求額は、基本使用料、携帯電話ご購入代金分割支払金（分割支払いご利用時）、通話料（無料通話超過分・無料通話対象外の通話分）、パケット通信料（パケット通信定額制が適用されるサービスをご利用の場合は、各サービスの上限額対象外の通信
料）、各種サービスのご利用料金等の合算となります。また、実際のご請求額は個々の税抜額の合計から税額を算出するため、個々の税込額の合計とは異なります。なお、税込額については、小数点以下を切り捨てて表記しております（通話料・通信料は除く）。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スマートフォン/ケータイ/タブレットからのEメール、インターネットなどの利用、テザリングによるご利用が対象になります。音声通話およびSMS（Cメール）のご利用は対象外です。
【海外ダブル定額について】※各料金プランに含まれる無料通信分は「海外ダブル定額」の通信料には適用されません。「家族割」の「分け合い」コースを選択されている場合においても、ほかの家族の余った無料通信分は適用されません。※対象事業者
以外のネットワークを利用した場合のパケット通信は「海外ダブル定額」の対象外となります。※「海外ダブル定額」対象外のパケット通信料については、各料金プランに含まれる無料通信料が適用されます。
【対象事業者との接続について】※海外でのご利用通信料が高額となる場合は、一時的に回線を停止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

日額最大2,980円（免税）（お申し込み不要）
• 定額対象の国・地域と事業者についてはauホームページまた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でご確認ください。

世界162の国・地域をカバー（2016年5月現在）
約24.4MBまで最大1,980円/日（免税）

どれだけ使っても最大2,980円/日（免税）で安心！

P28

対象者

対象通信

URL http://www.au.kddi.com/mobile/charge/packet-discount/kaigai-double-teigaku/lte/（日本語/英語表記のみ）

P07

※対象事業者は予告なく追加、終了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2,980円

日額請求額（免税）

1,980円

割引前通信料（日額）1,980円 40,000円 41,000円

どれだけ使っても

最大2,980円/日（免税）

約24.4MB（40,000円分）まで

最大1,980円 /日（免税）

渡航先の現地時間ではなく、日本時間の1日（0：00～23：59まで）の通信に対する課金となります。また、月額制の定額料ではありません。

使った分だけ
お支払い

4G LTE対応機種▶「LTE NET　　 」「LTE NET for DATA」にご加入の方。
  
定額対象の国・地域で接続して利用したパケット通信料★。
4G LTE対応機種▶「海外ダブル定額」の対象事業者に自動で接続されます。

SERVICE　国際サービス

海外パケット通信料定額サービス
海外ダブル定額

対象機種

※対応機種の詳細はauホームページでご確認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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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u.kddi.com/mobile/charge/packet-discount/kaigai-double-teigaku/lte/
http://www.au.kddi.com/english/mobile/charge/packet-discount/kaigai-double-teigaku/lte/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1 인감
 사인이라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명의의 현금카드, 예금통장, 신용카드 중에서 한 가지
 미성년자 계약에서 본인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친권자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5 필요한 비용

3  본인확인서류

4 매달 이용요금의 지불방법 설정에 필요한 것

신용카드로 지불하시는 분 ………… 신용카드 계좌 이체하시는 분 ………… 현금카드 또는 은행 및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 인감 + 예금통장

※일부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신용카드는 au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현금카드만으로 계좌이체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법인계좌 및 일부 금융기관의 현금카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 금융기관은 au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카드만으로 수속하시는 경우는 계좌명의인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계약에서 본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준비하실 수 없는 경우는 친권자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계약사무수수료: 3,000엔

(첫회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청구합니다.)

전화기 등 구입 대금

(전화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에는 예탁금(1계약당 10만엔 이내에 당사가 따로 정한 금액 / 무이자 / 부과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화기 등을 구입하실 때 분할지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의 본인확인서류는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모두 유효기한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본인확인서류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거주 중인 주소가 다를 경우 공공요금영수증을 지참하신 경우는 영수증 명의는 본인명의의 것에 한합니다.

●  재류카드: 재류기한까지 90일 미만인 경우는 매월 요금의 지불 방법이 계약자 본인 명의의 신용 

카드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지가 「미정(신고후 뒷면에 기재)」으로 표기된 경우는 

별도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공공요금영수증 또는 주민표가 필요합니다. 
 ※ 공공요금영수증(전기・도시가스・수도 등), 주민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현재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 재류기한이 분할 지불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는 개별 신용구입알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중학생 이상)인 경우

친권자의 본인확인서류친권자 동의서이상의 본인확인서류

외국발행 패스포트

 재류카드

● 건강보험증: 유효기한 내인 것으로 현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소와 현재 

거주하는 주소가 다른 경우는 별도로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공공요금영수증 또는 주민표가 필요 

합니다.

● 신용카드: 매달의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지불하시는 분은 계약자 본인명의의 것.
※ 재류기한이 있는 분이 개별신용구입알선계약을 신청하시는 경우는 재류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류기한이 분할 지불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는 개별 신용구입알선계약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공요금영수증(전기・도시가스・수도 등), 주민표: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현재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것

건강보험증

신용카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또한 동일 성이면 첨부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동일 세대에서 성이 다른 경우는 건강보험증(유효기한 내) 또는 주민표(관계 기재/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가 필요합니다. 

※단신 부임 등으로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원격지용 건강보험증(유효기한 내)이 필요합니다(●원격지용 건강보험증에 할인 적용할 가족 전원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원격지용 건강보험증」 1통 ●가족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원격지용 건강보험증」 1통 + 「건강보험증」 1통). 

※상기 이외의 친자(인척도 포함)인 경우…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대상자의 본인확인서류(복사 가능) ＋ 「가족관계신고서」 (점포나 au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Family Discount 신청에는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P12

● 친권자 동의서는 친권자 또는 신원보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등의 자필서명・날인한 것에 한합니다.
   ※계약자가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 명의 계약이 됩니다. 

   ※각 서류 조건은 상기 서류에 준거합니다.

신규 가입 시 필요한 서류 등

INFORMATION   계약 수속

친권자동의서의 다운로드는 au 홈페이지에서
http://www.au.kddi.com/support/mobile/

procedure/foreign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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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1  ご印鑑
サインでも契約できます。

2  ご本人さま名義のキャッシュカード、預金通帳、クレジットカードのいずれか1つ
未成年者のご契約で、ご本人さま名義のキャッシュカード等をご用意できない場合は、
親権者名義のキャッシュカード等をご用意ください。

5  必要な費用

契約事務手数料：3,000円
（初回の電話料金に合算してご請求させていただきます。）

電話機等お買い上げ品代金
（電話機等によります。分割払いにすることも可能です。）

※ご契約の際、預託金（1契約あたり10万円以内で当社が別に定める額/無利息/不課税）をお預かりする場合があります。この場合、電話機等をお買い上げいただくにあたり、分割払い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

※同一住所にお住まいで、かつ、同一姓であれば添付書類は必要ありません。
※同一世帯で姓が異なる場合、健康保険証（有効期限内）もしくは住民票（続柄記載/発行日より３ヶ月以内）が必要となります。
※単身赴任などで同一住所にお住まいであることの確認が取れない場合、遠隔地用健康保険証（有効期限内）が必要となります（●遠隔地用健康保険証に割引適用となる家族全員が記載されて
いる場合「遠隔地用健康保険証」1通 ●家族全員が記載されていない場合「遠隔地用健康保険証」1通 +「健康保険証」1通）。
※上記以外の親子（義理を含む）の場合…家族関係を証明できる「戸籍謄本（発行日より3カ月以内）」または対象者のご本人さま確認書類（コピー可）＋「家族関係申告書」（店頭もしくはａｕホーム
ページでダウンロードできます）。

家族割 お申し込みには、ご家族であることを確認させていただくため、以下の書類が必要となる場合があります。
P12

4  月々のご利用料金のお支払方法の設定に必要なもの

クレジット払いの方…………クレジットカード 口座振替の方……… キャッシュカードまたは銀行や郵便局などの金融機関お届け印＋預金通帳

※一部ご利用いただけない場合があります。ご利用いただけるクレジットカードに
ついてはａｕホームページをご確認ください。

※一部の店舗ではキャッシュカードのみで口座振替手続きが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また法人口座および一部金融機関の
キャッシュカード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対象金融機関はａｕホームページをご確認ください。キャッシュカードのみでお手
続きの場合、口座名義人ご本人さまに暗証番号を入力いただきます。
※未成年のご契約で、ご本人さま名義のキャッシュカード等をご用意できない場合は、親権者名義のキャッシュカード等を
ご用意ください。

※個人のご本人さま確認書類は氏名、生年月日、現住所が記載されており、すべて有効期限内のもの。
※ご本人さま確認書類に記載の住所と現在お住まいの住所が異なる場合で公共料金領収証をお持ちいただく場合は、領収証の宛名はご本人さま宛に限ります。

3  ご本人さま確認書類

• 在留カード：在留期限まで90日未満の場合は、毎月料金のお支払い方法が契約者ご本人名
義のクレジットカードに限り、お申し込みいただけます。住居地が「未定（届出後裏面に記
載）」と表記されている場合は、別途住所を証明する公共料金領収証または住民票が必要と
なります。
※公共料金領収証（電気・都市ガス・水道等）、住民票：発行日から3ヶ月以内で、現住所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
※在留期限が分割支払い期間に満たない場合、個別信用購入あっせん契約をお申し込みいただけない場合があります。

未成年（中学生以上）の場合

親権者のご本人さま確認書類親権者同意書上記のご本人さま確認書類

外国発行パスポート

在留カード

• 健康保険証：現住所が記載されており、有効期限内のもの。健康保険証に記載の住所と現
在お住まいの住所が異なる場合、別途住所を証明する公共料金領収証または住民票が必
要となります。

• クレジットカード：月々のご利用料金をクレジットカードでお支払いになる方で、ご契約者
ご本人さま名義のもの。
※在留期限がある方が個別信用購入あっせん契約をお申し込みされる場合、在留期限が確認できる書類が必要となります。在留期限が分割支払い
期間に満たない場合、個別信用購入あっせん契約をお申し込みいただけない場合があります。
※公共料金領収証（電気・都市ガス・水道等）、住民票：発行日から3ヶ月以内で、現住所が記載されているもの

健康保険証

クレジットカード

• 親権者同意書は、親権者や身元保証をして頂ける方などが捺印・サインしたものに限ります。
※契約者の方が小学生以下の場合、親権者名義での契約となります。
※各書類の条件は上記書類に準じます。

親権者同意書のダウンロードは、auホームページから
http://www.au.kddi.com/support/mobile/

procedure/foreignlanguage

新規ご加入の際に必要なもの

INFORMATION　契約手続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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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준비하실 서류 등

기종 변경     au 휴대전화기에서 au 휴대전화기로 바꿀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MNP (휴대전화번호 포터빌리티)       일본국내 휴대전화사업회사의 번호를 그대로 au와 계약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STEP 2 「MNP예약번호」를 지참하시고, 15일 이내로 au 취급점에서 신규 계약해 주십시오.

1 이용 중이신 au 휴대전화기 본체(au IC 카드 포함)            인감   ※사인이라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3 본인확인서류( �재류카드�, �건강보험증�)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 주십시오.

4 필요한 비용

2

STEP 1

5 매달 이용요금의 지불방법 설정에 필요한 것

1 MNP예약번호            인감  사인이라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약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류 원본   자세한 내용은

4 본인명의의 현금카드, 예금통장, 신용카드 중에서 한 가지
 미성년자 계약에서 본인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준비하실 수 없는 경우는 친권자 명의의 현금카드 등을 준비해 주십시오.

현재 계약 중이신 휴대전화회사의 창구 또는 접수점에서 MNP 예약을 신청하시고, 「MNP예약번호」를 받아 주십시오.

전화기 등 구입 대금
(전화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에는 예탁금(1계약당 10만엔 이내에 당사가 따로 정한 금액 / 무이자 / 부과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화기 등을 구입하실 때 분할지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미성년(중학생 이상)인 경우

친권자의 본인확인서류친권자 동의서왼쪽에 기재된 본인확인서류

●  친권자 동의서는 친권자 또는 신원보증을 하실 수 있는 분등의 자필서명・날인한 것에 한합니다.
 ※계약자가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 명의 계약이 됩니다. 

 ※각 서류 조건은           에 준거합니다.

외국발행
패스포트

재류카드

건강보험증

신용카드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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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한 경우에도 첫회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청구합니다.

● 기종 변경인 경우 ▶ 계약사무수수료(3,000엔)

● 4G LTE(au VoLTE 대응) 기기 간, 4G LTE(au VoLTE 대응은 제외) 기기 간, 

4G LTE 태블릿(2015년 이후 발매) 간, 4G LTE 태블릿(2014년 이전 발매) 간, 

일부 Wi-Fi 공유기 간 변경인 경우 ▶ 계약사무수수료(2,000엔)

6 필요한 비용

계약사무수수료: 3,000엔
(첫회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청구합니다.)

전화기 등 구입 대금
(전화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약하실 때에는 예탁금(1계약당 10만엔 이내에 당사가 따로 정한 금액 / 무이자 / 부과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전화기 등을 구입하실 때 분할지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016년 5월 17일 이후에 전출 휴대전화회사에서 하신 계약부터 개정됩니다.

신용카드로 지불하시는 분 ………… 신용카드 계좌 이체하시는 분 ………… 현금카드 또는 은행 및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 인감 + 예금통장

※일부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신용카드는 au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점포에서는 현금카드만으로 계좌이체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법인계좌 및 일부 금융기관의 현금카드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대상 금융기관은 au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카드만으로 수속하시는 경우는 계좌명의인 
본인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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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동의서의 다운로드는
au 홈페이지에서

http://www.au.kddi.com/support/mobile/
procedure/foreignlanguage

기종 변경/MNP 시 필요한 서류 등

INFORMATION   계약 수속

휴대전화회사

NTT docomo
(Disney Mobile 포함)

24시간

9:00～21:30

9:00～21:30

PC 사이트 My docomo ▶ ログイン (로그인)

TOP ▶ My Softbank ▶ 各種変更手続き(각종 변경 수속) ▶ MNP予約関連手続き(MNP 예약 관련 수속)

TOP ▶ 設定・申込(설정·신청) ▶ 各種変更手続き(각종 변경 수속)

▶MNP予約関連手続き(MNP 예약 관련 수속)

〔PHS〕  TOP ▶ 料金・各種申込 (요금・각종 신청) ▶ MNP 予約 (MNP 예약) ▶ MNP 予約申込 (MNP 예약 신청)
〔스마트폰・PC〕  TOP ▶ My Y!mobile (ログイン (로그인)) ▶ 契約内容の確認・変更 (계약내용 확인・변경)
▶携帯電話番号ポータビリティ（MNP）予約関連手続き (휴대전화번호 포터빌리티(MNP) 예약 관련 수속) 

휴대전화 : 1 16      일반전화 : 프리다이얼 0120-921-156

휴대전화 : 151      일반전화 : 프리다이얼 0120-800-000전화 (무료)

Yahoo! 휴대전화판

9:00～20:00

9:00～20:00

9:00～20:00

9:00～21:30

9:00～20:00

9:00～21:30
9:00～20:00

전화 (무료)

My Y!mobile

전화 (무료)

〔휴대전화 사이트〕  TOP ▶ 料金・各種申込 (요금・각종 신청) ▶ MNP 予約 (MNP 예약) ▶ MNP 予約申込 (MNP 예약 신청)

〔스마트폰〕  TOP ▶ My Y!mobile (ログイン (로그인)) ▶ オンラインサポート (온라인지원) ▶ MNP 予約 (MNP 예약)
〔PC 사이트〕  TOP ▶ My Y!mobile (ログイン (로그인)) ▶ MNP 予約 (MNP 예약) ▶ MNP 予約を申し込む (MNP 예약 신청)

휴대전화 : 151     일반전화 : 0570-039-151

My Y!mobile

전화 (무료)

SoftBank

DISNEY Mobile

Y!mobile

접수 시간

Disney Web

전화 (무료)

휴대전화 : ＊5533      일반전화 : 프리다이얼 0800-100-5533

휴대전화 : ＊5533      일반전화 : 프리다이얼 0800-100-5533

접수 창구  ※2016년 5월 시점 타사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 시스템 유지보수
    시간 등은 제외

PHS•
스마트폰

구
E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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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機種変更　au携帯電話機からau携帯電話機への交換には下記のものが必要となります。

MNP（携帯電話番号ポータビリティ）　国内の携帯電話事業会社から番号そのままauに乗り換えることができます。

ご用意いただくもの
STEP 2「MNP予約番号」をもって、15日以内にau取扱店で新規契約をしてください。

1  ご利用中のau携帯電話機本体（au ICカード含む）　　2  ご印鑑　※サインでも契約できます。

3  ご本人さま確認書類（「在留カード」、「健康保険証」）　※必ず原本をご用意ください。

4  必要な費用

6  必要な費用

5  月々のご利用料金のお支払方法の設定に必要なもの

4  ご本人さま名義のキャッシュカード、預金通帳、クレジットカードのいずれか1つ
 未成年者のご契約で、ご本人さま名義のキャッシュカードなどをご用意いただくことができない場合は、親権者名義のキャッシュカードなどをご用意ください。

クレジット払いの方………… クレジットカード
※一部ご利用いただけない場合があります。ご利用いただけるクレジットカードについ
てはａｕホームページをご確認ください。

口座振替の方……… キャッシュカードまたは銀行や郵便局などの
金融機関お届け印＋預金通帳

※一部の店舗ではキャッシュカードのみで口座振替手続きが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また法人口座および一部金融機関の
キャッシュカード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対象金融機関はａｕホームページをご確認ください。キャッシュカードのみでお
手続きの場合、口座名義人ご本人さまに暗証番号を入力いただきます。

1  MNP予約番号　2  ご印鑑　サインでも契約できます。　3  ご契約者本人であることが確認できる確認書類の原本　詳しくは P25

電話機等お買い上げ品代金
（電話機等によります。分割払いにすることも可能です。）

※ご契約の際、預託金（1契約あたり10万円以内で当社が別に定める額 / 無利息 / 不課税）をお預かりする場合があります。この場合、電話機等をお買い上げいただくにあたり、分割払い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

• 機種変更の場合 ▶契約事務手数料（3,000円）
• 4G LTE（au VoLTE対応）機器間、4G LTE（au VoLTE対応除く）機器間、
4G LTEタブレット（2015年以降発売）間、4G LTEタブレット（2014年以前発売）間、
一部のWi-Fiルーター間の変更の場合 ▶契約事務手数料（2,000円）

いずれの場合も初回の電話料金に合算してご請求させていただきます。

契約事務手数料：3,000円
（初回の電話料金に合算してご請求させていただきます。）

電話機等お買い上げ品代金
（電話機等によります。分割払いにすることも可能です。）

※ご契約の際、預託金（1契約あたり10万円以内で当社が別に定める額/無利息/不課税）をお預かりする場合があります。この場合、電話機等をお買い上げいただくにあたり、分割払いは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
※転出先の携帯電話会社でのご契約が2016年5月17日以降分から改定となりました。

外国発行
パスポート

在留カード

健康保険証

クレジットカード

未成年（中学生以上）の場合

• 親権者同意書は、親権者や身元保証をして頂ける方など
が捺印・サインしたものに限ります。
※契約者の方が小学生以下の場合、親権者名義での契約となります。
※各書類の条件は　　　 に準じます。P25

親権者同意書のダウンロードは、
auホームページから

http://www.au.kddi.com/support/mobile/
procedure/foreignlanguage

親権者のご本人さま確認書類親権者同意書左記のご本人さま確認書類

STEP 1 現在ご契約の携帯電話会社の窓口または受付店でMNPの予約お申し込みを行い、「MNP予約番号」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
携帯電話会社

NTTドコモ
（ディズニーモバイル含む）

24時間
※システムメンテナンス
　時間などは除く

9:00～21:30

PCサイト My docomo ▶ ログイン

TOP ▶ My Softbank ▶ 各種変更手続き ▶ MNP予約関連手続き

TOP ▶ 設定・申込 ▶ 各種変更手続き ▶ MNP予約関連手続き

携帯電話から:151　一般電話から:フリーダイヤル 0120-800-000電話（無料）
Yahoo! ケータイ版

9:00～20:00

9:00～20:00

9:00～21:30

9:00～20:00

9:00～21:30

9:00～20:00

9:00～21:30
9:00～20:00

電話（無料）

［PHS］ TOP ▶ 料金・各種申込 ▶ MNP予約 ▶ MNP予約申込
［スマートフォン・PC］ TOP ▶ My Y!mobile（ログイン） ▶ 契約内容の確認・変更
▶ 携帯電話番号ポータビリティ（MNP）予約関連手続き 
携帯電話から:116　一般電話から:フリーダイヤル 0120-921-156

My Y!mobile

［携帯サイト］ TOP ▶ 料金・各種申込 ▶ MNP予約 ▶ MNP予約申込
［スマートフォン］ TOP ▶ My Y!mobile（ログイン） ▶ オンラインサポート ▶ MNP予約
［PCサイト］ TOP ▶ My Y!mobile（ログイン） ▶ MNP予約 ▶ MNP予約を申し込む
 

My Y!mobile

PHS・
スマートフォン

旧イー・
モバイル

電話（無料）

携帯電話から:151　一般電話から:0570-039-151電話（無料）

ソフトバンク

ディズニーモバイル

ワイモバイル

受付時間

Disney Web
電話（無料）

携帯電話から: ＊ 5533　一般電話から:フリーコール 0800-100-5533

携帯電話から: ＊ 5533　一般電話から:フリーコール 0800-100-5533

受付窓口　※2016年5月時点の他社ホームページを参考にしています。

機種変更／MNPの際に必要なもの

INFORMATION　契約手続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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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고객님의 정보 취급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초록)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au 홈페이지 <http://www.kddi.com/english/corporate/kddi/public/privacy/  (일본어/영어 표기 전용)>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DDI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함)는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보호를 절저히 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역무 이용방송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기타 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득에 대하여
당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 등(전기통신서비스에 부수되는 서비스를 포함) 및 그 밖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취득합 
니다. 취득한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각 서비스 등에 상호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또 당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는 경우나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이용 목적을 고객님께 명시 또는 공개
(또는 통지)합니다. 당사는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취급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하여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한 액세스 관리, 개인정보의 지출 수단의 제한, 외부로부터 부정 액세스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노출, 멸실 또는 훼손 방지 및 그 밖의 개인정보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이하 「안전관리조치」라 함)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안전관리조치를 강구함에 있어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안전・신뢰성 기준(1987년 우정성고시 제73호) 등의 기준을 활용합니다. 안전관리조치는 크게 기술적 보호조치 
및 조직적 보호조치로 분류하고 그 양방 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 개인정보의 개시에 대하여
당사는 고객님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개인정보의 개시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특정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기간에 회답합니다.

5. 개인정보의 정정 등에 대하여
당사는 고객님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개인정보의 내용 수정, 추가 또는 삭제(이하 「정정 등」이라 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간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준거하여 해당 개인정보 내용의 정정 등을 실시합니다.

휴대전화・PHS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간의 고객님 정보 교환에 대하여
계약 해제 후 요금을 미지불한 고객님・스팸메일송신자・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준거하여 본인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이용 정지된 고객님의 계약자 정보를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간에 교환합니다. 그 정보는 계약 
신청 접수 시 가입심사에 활용되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 신청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범죄・부정이용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KDDI에서는 위조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부정 계약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 접수 시 제시한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하여 해당 확인서류의 정보를 발행기 

관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한 본인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명의에 의한 대량 부정 계약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개인 계약의 동일 명의에 있어서 계약 회선수를 누계 5회선까지로 제한합니다.
● 휴대전화 부정이용방지법(2006년 4월 1일 시행)에 준거하여 계약 시에 본인을 특정한 사항은 당사에서 기록하고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또 경찰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명・주소 등의 정보를 재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확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이용 정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주의
• 고객님 사정에 의해 해약하신 경우는 계약사무수수료나 구입 대금은 환불하지 않습니다. 

• 기재된 제품 사양, 서비스 내용, 캠페인 등의 시책 및 웹의 액세스 주소, 각종 문의처 등은 예고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진이나 화면 이미지 등은 실제 상품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SIM 잠금 해제에 대하여

일시정지나 재이용 가능합니다

귀국 시의 정산에 대하여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au 숍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정산 집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귀국 일정이 정해졌을 때는 일찌감치 오시기 바랍니다.

au 고객지원에서 접수 무료

au 숍에서 접수 3,000엔
au 계약자인 경우: 다음 달 청구에 합산     au 계약자가 아닌 경우: 매장 수납

일시정지 수수료 : 2,000엔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 보관기간 : 5년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하고 au 숍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INFORMATION   계약 수속

1. 대상 단말기
2015년 5월 이후에 새로 발매한 SIM 잠금 해제기능 대응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au 휴대 단말기

※ 대상 외 단말기가 발매될 경우는 별도로 연락 드립니다.

2. SIM 잠금 해제 조건
다음 ①~③의 모든 조건에 충족할 것.

① SIM 잠금 해제하고 싶은 단말기가 SIM 잠금 해제기능 대응 au 휴대 단말기일 것.

② 대상 단말기 구매일부터 180일※이 경과했을 것. ※구매일 다음 날을 「1일째」로 합니다.

③ 대상 단말기가 네트워크 이용 제한 대상이 아닐 것.

3. SIM 잠금 해제 접수 방법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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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抄） ※プライバシーポリシーについては、auホームページ〈http://www.kddi.com/corporate/kddi/public/privacy/（日本語/英語表記のみ）〉をご覧ください。
KDDI株式会社（以下「当社」という。）は、電気通信事業者として、個人情報の重要性を認識し、その保護の徹底をはかるため、
電気通信事業法、電気通信役務利用放送法、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その他の法令を遵守いたします。

1.個人情報の取得について
当社は、当社が提供する電気通信サービス等（電気通信サービスに付随するサービスを含む）および、それ以外の
サービス等を提供するために必要な範囲でお客さまの個人情報（氏名、住所、電話番号、eメールアドレス等の情
報）を取得いたします。取得したお客さまの個人情報は、それぞれのサービス等において相互に利用することがあ
ります。

2.個人情報の利用について
また、当社は、お客さまの個人情報を取得しようとする場合または取得した場合には、その利用目的をお客さまに
明示または公表（もしくは通知）いたします。当社は、当社が保有する個人情報について、特定の条件に該当する
場合を除き、利用目的の達成に必要な範囲をこえて取扱いいたしません。

3.個人情報の管理について
当社は、個人情報へのアクセスの管理、個人情報の持出し手段の制限、外部からの不正なアクセスの防止のための

措置その他の個人情報漏えい、滅失又はき損の防止その他の個人情報の安全管理のために必要かつ適切な措置
（以下「安全管理措置」という。）を講じております。当社は安全管理措置を講ずるにあたっては、情報通信ネット
ワーク安全・信頼性基準（昭和62年郵政省告示第73号）等の基準を活用します。安全管理措置は、技術的保護措
置および組織的保護措置に大きく分類し、その双方を適切に実施してまいります。

4.個人情報の開示について
当社は、お客さま本人またはその代理人から、当該個人情報の開示についての請求があったときは、特定の理由
がある場合を除き、合理的な期間でご回答いたします。

5.個人情報の訂正等について
当社は、お客さま本人またはその代理人から当該個人情報の、内容の訂正、追加または削除（以下「訂正等」とい
う。）の申出があった場合には、利用目的の達成に必要な範囲内において、合理的な期間で調査を行い、その結果
に基づき、当該個人情報の内容の訂正等をおこないます。

携帯電話・PHSのサービスを提供する事業者間でのお客さま情報の交換について
契約解除後に料金未払いのあるお客さま・迷惑メール送信者・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第11条の規定に基づく本人確認の求めに応じず、利用を停止されたお客さまの契約者情報を特定の電気通信事業者の間で交換します。その情
報は契約申し込み受付時の加入審査に活用されますので、状況によってはお申し込みをお受けできないことがあります。

携帯電話を用いた犯罪・不正利用の防止に取り組んでいます。
• KDDIでは、「振り込め詐欺」等の犯罪に、偽造身分証等を利用して不正契約された携帯電話が使用されるのを防止するため、契約受付時に提示された運転免許証等のご本人さま確認書類の記載内容について、当該確認書類の情報

を発行元機関に提供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より確実なご本人さま確認を行うため、あらかじめご了承ください。
• 同一名義での大量不正契約の防止を図るため、原則として個人契約の同一名義における契約回線数を累計5回線までに制限させていただきます。
• 携帯電話不正利用防止法（平成18年4月1日施行）に基づき、ご契約時にご本人さまを特定させていただいた事項については、当社で記録し、一定期間保存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た、警察から要請があった場合は、ご契約者名・ご住

所等の情報を再度確認させていただく場合があります。なお、確認に応じていただけない場合は、ご利用を停止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あります。

一時休止手数料：2,000円
電話番号・メールアドレス保管期間：5年
ご本人確認書類をお持ちの上、auショップへお越しください。

1. 対象端末
  2015年5月以降に新たに発売するSIMロック解除機能対応のスマートフォン、タブレット等のau携帯端末
※対象外端末が発売される場合は別途ご連絡します。

 2. SIMロック解除条件
  以下①～③のすべての条件を満たすこと。
① SIMロックを解除したい端末がSIMロック解除機能対応のau携帯端末であること。
② 対象端末のご購入日から180日※ が経過していること。※ご購入日翌日を「1日目」とします。
③ 対象端末がネットワーク利用制限の対象となっていないこと。

 3. SIMロック解除受付方法と手数料

ご本人確認書類をお持ちの上、auショップへお越しください。
精算の集計にお時間がかかりますので、帰国の日程が決まった際には、お早めにお越しください。

• お客さまのご都合により解約された場合、契約事務手数料やお買い上げ代金はお戻しできません。 
• 記載の製品仕様、サービス内容、キャンペーン等の施策およびWebへのアクセス先、各種問い合わせ先等は、予告なく変更することがあります。
• 記載の画像および画面イメージ等は、実際の商品と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お客さまの情報の取り扱いについて

一時休止や再利用が可能です

SIMロック解除について

帰国に際しての精算について

INFORMATION　契約手続き

その他ご注意

auお客さまサポートでの受付 無料

auショップでの受付 3,000円
au契約者の場合 :次月請求合算　au契約者でない場合：店頭収納

27



컴퓨터

이용 금액이나 청구 금액 확인, 
서비스 신청이나 변경 등의 수속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끼리 의문을 해결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au의 공식 FAQ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문의(일본어 표기 전용)

au 고객지원 au Q&A 플러스
(정보료 무료ㆍ회원등록 불필요)

스마트폰

[Web 사이트] au 포털(au 스마트 패스 TOP) ▶ au お客さまサポート (au 고객지원)

iPhone: Safari ▶ ブックマーク (북 마크) ▶ au お客さまサポート (au 고객지원)

[어플] au Market 또는 App Store에서 「au お客さまサポート (au 고객지원)」로 검색

휴대전화 EZ키 ▶ 톱 메뉴 또는  au 포털사이트 톱 ▶ au お客さまサポート (au 고객지원) (통신료 무료)

http://csqa.kddi.com/
(또는 왼쪽에 기재된 Web 사이트▶au Q&A 플러스)

http://csqa.kddi.com/
(또는 왼쪽에 기재된 Web 사이트▶au Q&A 플러스)

http://csqa.kddi.com/
(또는 왼쪽에 기재된 Web 사이트▶빈번한 질문)

이 용 하 실  메 뉴 에  따 라 서 는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서포 

트 ID」 또는 「au ID」로 로그 

인하고 이용하여 주십시오. 

「서포트 ID」의 취득ㆍ자세한 

안내는 「au 고객지원」  Web 

사이트에서.

일부 au 숍에서 Video phone을 사용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응 언어> 

영어・한국어・중국어・포르투갈어・스페인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

* 타갈로그어는 대응 가능한 일정과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네이티브가 중심. 일본어검정1급도 보유.

Video phone 서비스

삼자간 통화 서비스를 사용해 중간에
통역자를 넣어서 통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au 숍은 여기로

http://www.tvdenwa.com/kr/

● 본 안내는 2016년 5월 현재 내용입니다.

전화로 문의

au 스마트폰・휴대전화 157 국번없이 113 국번없이

종합안내
[접수 9:00~20:00]

도난・분실・고장 안내
[24시간 접수]

국제서비스에 관하여
[접수 9:00~20:00]

고객센터 (연중무휴/통화료 무료) 

au 휴대전화 이외/
일반전화 0077-7-113

【전화 문의에 대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조회는 사용 중이신 「au 휴대전화번호」와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음성 응답 메뉴의 이용요금 조회, 회선정지, 재개수속은 24시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유지 보수로 인하여 이용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IP전화 서비스 등에서는 상기 번호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0077-7155

Why choose au?
여러분이 만족하실 수 있는 au 서비스를 알기 쉽게 소개합니다.
http://www.au.kddi.com/english/whyau/  (영어 전용)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

au 휴대전화에 관한 문의처

INFORMARION   문의 창구

au 홈페이지 http://www.au.kddi.com/english/   (일본어/일부 영어 표기)

0077-7-111

au 홈페이지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이용 관련 FAQ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일본어 https://cs.kddi.com/   영어 http://www.au.kddi.com/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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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

• 本ガイドの内容は2016年5月現在のものです。

パソコンから
auホームページの英語版もあります。
ご利用にあたってのよくあるFAQなどをまとめてあります。
日本語：https://cs.kddi.com/ 英語：http://www.au.kddi.com/english/

ご利用料金や請求金額の確認、
サービスのお申し込みや変更手続きなどをご利用いただけます。

お客さま同士で疑問を解決する
コミュニティサイトです。
auの公式FAQもご確認いただけます。

ネットでのお問い合わせ（日本語表記のみ）

auお客さまサポート au Q&Aプラス
（情報料無料・会員登録不要）

スマートフォンから
［Webサイト］auポータル（auスマートパス TOP）▶auお客さまサポート
iPhoneの場合: Safari▶ブックマーク▶auお客さまサポート
［アプリ］au Market もしくは App Storeから「auお客さまサポート」で検索

ケータイから EZキー▶トップメニュー または auポータル トップ▶auお客さまサポート（通信料無料）

ご利用のメニューにより、ロ
グインが必要となります。「サ
ポートID」または「au ID」で
ログインしてご利用くださ
い。「サポートID」の取得・詳
しいご案内は、「auお客さま
サポート」Webサイトで。

auホームページ http://www.au.kddi.com/　（日本語/一部英語表記）

一部のauショップで、テレビ電話を使った通訳サービスを提供しています。

＜対応言語＞
英語・韓国語・中国語・ポルトガル語・スペイン語・ベトナム語・タガログ語＊

＊タガログ語については、対応可能な日程や時間の制限があります。

■オペレーターはネイティブが中心。日本語検定 1 級も保持。

テレビ電話サービス

三者間通話サービスを使って、
翻訳者を交えた通話が可能です。
ご利用可能なauショップはこちら
http://www.tvdenwa.com/en/

お電話でのお問い合わせ

http://csqa.kddi.com/ 
（または左記Webサイト▶au Q&Aプラス）

http://csqa.kddi.com/ 
（または左記Webサイト▶au Q&Aプラス）

http://csqa.kddi.com/ 
（または左記Webサイト▶よくあるご質問）

【お電話でのお問い合わせについて】
※ご契約内容の変更や照会の場合は、ご利用の「au携帯電話番号」と「暗証番号」が必要です。
※音声応答メニューのご利用料金照会、回線停止、再開手続きは24時間ご利用いただけます（メンテナンス時を除く）。
※一部のIP電話サービス等では、上記電話番号がつながらない場合があります。

auスマホ・ケータイから 113 局番なし

総合案内 
［受付 9：00～20：00］

盗難・紛失・故障案内 
［24時間受付］

国際サービスについて 
［受付 9：00～20：00］

お客さまセンター（年中無休/通話料無料）

au携帯電話以外/
一般電話から

0077-7155
0077-7-1130077-7-111

157 局番なし

Why choose au ?
みなさまに満足いただける auのサービスをわかりやすくご紹介します。
http://www.au.kddi.com/english/whyau/（英語のみ）

au 携帯電話についてのお問い合わせ先

INFORMATION　お問い合わせ窓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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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I 주식회사•오키나와 셀룰러전화 주식회사 귀중

친권자 동의서

＊신청서 오른쪽 위의 9자리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접수 판매점 코드

판매점명

담당자 TEL （ ） －

(점선 내를 스캐너로 스캔해 주십시오. )

【계약 신청자 (미성년자)의 서명날인란】 신청서 번호＊

후리가나 생년월일 연령

인
성명

서기

서기

년          월        일 세

【친권자의 서명날인란】 친권자를 대표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필터링 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후리가나 생년월일 관계

인
성명

년          월        일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 －

안심 액세스
서비스 신청

0．커스터마이즈 코스(유료) ２．특정 카테고리 제한 코스

1．접속 사이트 한정 코스 X．신청하지 않는다 (★)

동의
확인

특이
사항

1．동의자가 내점하여 대면 동의 확인
2．동의자가 내점하지 않고 전화로 동의 확인

【판매점 사용란】

※ 본 동의서는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되었을 경우 
에만 유효합니다.

(*1) 안심 액세스 서비스 등의 필터링 서비스•전화번호 변경 

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2) 초등학생 계약자는 본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해약•일 

시 정지•양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대표자가 대리로 신청해 주십시오.

 (현재, 초등학생과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3) 본사는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각종 신청이 가능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필터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는 「필터링 서비스 

불필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안심 액세스 for AndroidTM」 및 「안심 액세스 for iOS」

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안심 액세스 서비스 신청란에 「×」

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나는 친권자 등의 법정 대리인의 대표자로서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계약 신청자가 귀사와 au통신 서비스 계약 약관에 근거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이용 시작 이후 요금 플랜 변경, 기종 변경, 휴대전화 

단말기 보상 판매 및 그 밖의 au통신 서비스에 관한 각종 신청(단, 안심 액세스 서비스 등의 필터링 서비스의 변경•폐지 및 전화번호 변경 신청은 제외*1)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2*3 또는 계약 신청자가 개별 신용 구입 알선에 의해 휴대전화기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신청자가 귀사와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 약관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분할 납부금의 납부 기간 도중에 분할 납부금의 잔액 일괄 납부 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계약자 본인이 au통신 서비스의 이용 요금 납부 방법으로 친권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친권자 동의서의 친권자 명의에 한합니다)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용한 au통신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지정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또한 만일 요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입하여 주십시오.

1. 미성년자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 정보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아래의 예시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약자가 성인이어도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만남 사이트, 성인 사이트, 폭력적인 표현이 있는 사이트 등에 접속함으로써 범죄 등의 사건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남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의 검거수 중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트 접속이 전체의 약 97%를 차지합니다.
 이들 피해자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비율이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 2월 경찰청 발표)

(2) 프로필, SNS 등의 사이트 상에서 면식이 없는 상대와 정보 등을 교환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진 무단전재에 의한 초상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블로그, 게시판 등의 사이트에 개인을 특정하는 무책임한 댓글이 비방중상•명예훼손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흥미 본위로 범행 예고•장난성 댓글 등에 의해 업무 방해, 협박 등의 죄를 범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계약자와 au 휴대전화의 이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계약자 정보를 등록해 드립니다. 

● 계약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이지만 필터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터링 서비스 불필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 
시오.

 또한 보호자의 동반 없이 「필터링 서비스 불필요 신청서」를 가져 왔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전화로 확인합니다.

2.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의 신청에 관한 주의사항

● 할부 판매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의 신청 시 및 계약 후에는 계약자의 납부 상황 등을 포함한 개인신용 정보를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신용정보기관에 조회 및 등록합니다. 또한 등록된 계약자의 정보는 지정된 신용정보기관의 다른 회원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고, 납부 명의인인 친권자가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에도 미성년 계약자의 납부 체납 정보로 취급됩니다.
 또한 납부 체납 정보는 완제 후부터 5년 동안, 지정된 신용정보기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신용카드와 대출 등의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 휴대전화기 등의 구입에 수반하는 각 신청※으로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친권자가 내점(친권자 동의) 

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기 등의 구입에 수반하는 신청은 「신규」 「기종 변경」 「단말 증설」 「분실시 안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

● 매월 요금을 친권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계약 신청자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또한 신청 시에 신용카드 명의의 친권자와 
동반해야 합니다.

● 기재 내용(성명•주소•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신청서 

(법정대리인)

친권자

별도 용지 ①

2016년 5월판

서기               년         월       일기입일

※ 본 동의서는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되었을 
경우에만 유효 합니다. 

1. 미성년자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해 정보를 접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아래의 예시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또한 계약자가 성인이어도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동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1) 만남 사이트, 성인 사이트, 폭력적인 표현이 있는 사이트 등에 접속함으로써 범죄 등의 사건에 말려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만남 사이트’와 관련된 사건의 검거 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사이트 접속이 전체의 약 95.3%를 차지합니다.  

또한, 피해자 중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비율이 약 8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2013년 2월 경찰청 발표) 
(2) 프로필, SNS 등의 사이트 상에서 면식이 없는 상대와 정보 등을 교환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진 무단전재에 의한 

초상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블로그, 게시판 등의 사이트에 개인을 특정하는 무책임한 댓글이 비방중상·명예훼손으로 이어져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흥미 본위로 범행 예고·장난성 댓글 등에 의해 업무 방해, 협박 등의 죄를 범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타. 
 
 
 

계약 신청자 또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이지만 필터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터링 서비스 불필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보호자의 동반 없이 '필터링 서비스 불필요 신청서'를 가져 왔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전화로 확인합니다. 

2.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 또는 ‘개품 할부 판매 계약’ 신청에 관한 주의사항 

할부판매법의 규정(개품 할부 판매 계약은 제외)에 따라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 또는 개품 할부 판매 계약 신청 시 및 계약 
후에는 계약자의 납부 상황 등을 포함한 개인 신용 정보를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신용정보기관에 조회·등록합니다. 또 
등록된 계약자 정보는 지정 신용정보기관의 다른 회원에 의해 이용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자가 미성년자이고, 납부 명의인인 친권자가 납부를 연체했을 경우에도 미성년 계약자의 납부 체납 정보로 취급됩니다. 
또한 납부 체납 정보는 완제 후부터 5년 동안, 지정된 신용정보기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신용카드와 대출 등의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휴대전화기 등의 구입에 수반하는 각 신청※으로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친권자가 
내점(친권자 동의)해야 합니다. 
※ 휴대전화기 등의 구입에 수반하는 신청은 ‘신규’ ‘기종 변경’ ‘단말 증설’ ‘분실 시 안심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3. 기타 주의사항 

친권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계좌로 매월 요금을 납부하기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수속할 때 납부 명의인인 친권자의 동반이 
필요합니다. 

기재 내용(성명·주소·연락처 등)을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 각종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유료 서비스의 요금 및 
물품 판매 대금을 au 통신 서비스의 통신 요금과 
함께 납부할 수 있는 au 간단 결제 등의 결제 서
비스를 포함합니다. 

(*2) 안심 액세스 서비스 등의 필터링 서비스·전화번호 
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 때마다 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초등학생 계약자는 본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해
약·일시 정지·양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대표자가 대리로 신청해 주
십시오.  
(현재, 초등학생과는 계약하지 않습니다.)  

(*4) 본사는 휴대전화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 각종 신청
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각종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유료 서비스의 요금 및 
물품 판매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이 대금도 
포함합니다. 

 

 

() 필터링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터링 
서비스 불필요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KDDI 주식회사·오키나와 셀룰러전화 주식회사 귀중  

친권자 동의서  
나는 친권자 등의 법정 대리인의 대표자로서 아래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계약 신청자가 귀사와 au통신 서비스 계약 약관에 근거하여 이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이용 시작 이후 요금 플랜 변경, 기
종 변경, 휴대전화 단말기 보상 판매 및 그 밖의 au통신 서비스*1에 관한 각종 신청(단, 안심 액세스 서비스 등의 필터링 서비스의 변경·폐
지 및 전화번호 변경 신청은 제외*2)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3*4 또는 계약 신청자가 개별 신용 구입 알선에 의해 휴대전화기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신청자가 귀사와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 약관에 근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또한 분할 납부금의 납부 기간 
도중에 분할 납부금의 잔액 일괄 납부 신청을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au 통신 서비스 이용 요금*5 의 납부 방법으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계좌(※친권자 동의서의 친권자 명의에 한합니다)
를 지정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용한 au 통신 서비스의 이용 요금을 지정된 신용카드 또는 계좌에서 납부하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또한 만
일 요금 납부가 늦어질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계약 신청자 (미성년자)란】  

계약 신청자  

후리가나 생년월일  연령  

성명  
  서기 

    년          월         일 세 

【친권자의 서명날인란】친권자를 대표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필터링 서비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법정 대리인)  

친권자  

후리가나 생년월일  관계  

인  
성명  

  서기 

    년          월         일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화번호  (            )            - 

안심 액세스 
서비스 신청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0. 커스터마이즈 코스(유료)  9. 안심 액세스 for AndroidTM/ 
1. 접속 사이트 한정 코스       for iOS/for 4G LTE 휴대전화 
2. 특정 카테고리 제한 코스 X. 신청하지 않는다 () 

특이 

사항  

동의  
확인  

1. 동의자가 내점하여 대면 후 동의 확인  
2. 동의자가 내점하지 않고 전화로 동의 확인  

계약자와 au 휴대전화의 이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계약자 정보를 등록해 드립니다.  

기입일  년 월 일 

（点線内をスキャナーで読み取りしてください。）�

� 申込書番号�＊�

� 受付販売店コード� � �
� �

� 販売店名�
�
�
�
�
�
� 担当者� � � � � � � � ��� ����（� � �� � � ）� � � � � � �－�

【販売店使用欄】�＊該当する申込書番号�桁の数字をご記入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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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ID란?   au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위해 필요한 ID입니다.

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화면은 이미지입니다.

Android를 사용하시는 분(au 고객지원 앱을 사용하여 설정)

iPhone을 사용하시는 분(au 고객지원 앱을 사용하여 설정)

매달의 요금과 통신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곤란한 경우의 조작 가이드도 있으므로

맨 처음 설정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용 요금 계약 내용 곤란한 경우

확인 가능한 주요 내용

au 고객지원 au WALLET au Smart Pass

주요 서비스 예 언제든지 손쉽게 확인 가능

au 고객지원(앱 버전)

「auお客さまサポート (au 고객 
지원)」 바로가기를 가볍게 터치 
해서 앱을 다운로드
※바로가기가 없는 분은 「App 
Store」에서 「お客さまサポート
(고객지원)」을 검색해 주십시오.

「au IDでログインする
(au ID로 로그인)」을 
가볍게 터치

메일 화면에서 「送信 (송 
신)」을 가볍게 터치

※1  비밀번호는 계약 때 설정하신 4자리 
숫자입니다.

※2 패스워드는 8~32자리 범위 내에서 
반각 영숫자 조합을 입력해 주십시오.

    「お客さまサポート (고객지원)」 폴더 
안에 「au ID設定 (au ID 설정)」 아이콘이 
없는 경우는 「設定・サポート (설정・지 
원)」 또는 앱 목록 화면에서 「au ID設定
(au ID 설정)」을 가볍게 터치해 주십시오.

※패스워드는 8~32자리 범위 
내에서 반각 영숫자 조합을 
입력해 주십시오.

au ID가 있는 분 신규 등록하시는 분(패스워드를 설정)

5 au ID 패스워드 확인 화면

au ID 설정 앱 시작 화면3 au ID 설정•저장 화면4

등록 완료 화면6

홈 화면1 앱 목록 화면2

「OK」를 가볍게 터치

「アプリキー(앱키)」 를 가볍게 터치

「お客さまサポート(고객 
지원)」 폴더를 가볍게 터치

「au ID設定(au ID 설정)」 
앱을 가볍게 터치

7 등록 완료 화면5 비밀번호 확인 화면 au ID 패스워드 설정 화면6

※패스워드는 8~32자리 범위 
내에서 반각 영숫자 조합을 

5 비밀번호 확인 화면

비밀번호를 입력

※기종에 따라서는 일부 조작 방법, 화면 이미지 등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1 3 5 6

패스워드를 입력
    패스워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둡시다.

패스워드를 입력
    패스워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둡시다.

au ID 이용 규약에 동의하고
「설정(設定)」을 가볍게 터치

    비밀번호는 계약 때 설정하신 
4자리 숫자입니다.

「OK」를 가볍게 터치

앱을
인스톨해서
기동

1

앱을
인스톨해서
기동

3

앱을
인스톨해서
기동

앱을
인스톨해서
기동

2 au ID 설정화면에서
「空メール送信画面へ
(빈 메일 송신 화면)」
을 가볍게 터치

au ID가 있는 분

4

홈 화면 로그인•설정 화면 신규 메시지 화면 au ID 설정 완료 화면 

080＊＊＊＊＊＊＊＊

080＊＊＊＊＊＊＊＊

신규 등록하시는 분
(패스워드를 설정)

비밀번호 확인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次へ (다음)」을 가볍게 
터치※1

▼
패스워드 설정 화면에서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同意して次へ (동의하고 
다음)」을 가볍게 터치※2

au ID 설정 방법

별도 용지 ②

「au IDの設定・保存(au ID의 설정・ 
저장)」 을 가볍게 터치

au IDとは？　auのいろいろなサービスをご利用いただくために必要なIDです。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画面はイメージです。

Androidをお使いの方（au ID設定アプリを使って設定する）

iPhoneをお使いの方（auお客さまサポートアプリを使って設定する）

（アプリ版）

毎月の料金・通信量が確認できます。困った
時の操作ガイドもありますので最初に設定
することをおすすめします。 ご利用料金 ご契約内容 困った時

確認できる主な内容

auお客さまサポート au WALLET auスマートパス

主なサービス例 いつでも手軽に確認できる。

au IDをお持ちの方 新規登録の方（パスワードを設定する）

「au IDの設定・保存」をタップ

　「お客さまサポート」フォルダの
中に「au ID設定」アイコンがない
場合は、「設定・サポート」もしくは、
アプリ一覧画面から「au ID設定」を
タップしてください。

5 au IDパスワード確認画面

au ID設定アプリ起動画面3 au ID設定・保存画面4

登録完了画面6

ホーム画面1 アプリ一覧画面2

「OK」をタップ

パスワード入力
　パスワードは忘れない
ようにしておきましょう。

「アプリキー」をタップ

「お客さまサポート」
フォルダをタップ

「au ID設定」
アプリをタップ

7 登録完了画面5 暗証番号確認画面 au IDパスワード設定画面6

au ID利用規約に同意
して「設定」をタップ

パスワード入力
　パスワードは忘れない
ようにしておきましょう。

「OK」をタップ

　暗証番号はご契約時に
設定された4ケタの数字です。

暗証番号を入力

※機種により一部操作方法、画面イメージ等、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

1 3 5 6

※パスワードは半角英数を
組み合わせた8～32ケタを
入力してください

「auお客さまサポート」ショート
カットをタップしてアプリを
ダウンロード
※ショートカットがない方は
「App Store」から「お客さま
サポート」を検索してください

「au IDでログインする」をタップ メールの画面で「送信」をタップ

アプリを
インストールして
起動する

2 au ID設定画面で
「空メール送信画面へ」
をタップ

au IDをお持ちの方

4

ホーム画面 ログイン・設定画面 新規メッセージ画面 au ID設定完了画面

新規登録の方
（パスワードを設定する）
暗証番号確認画面で暗証番号を
入力して「次へ」をタップ※1

　　　　　 　▼
パスワード設定画面でパスワード
を入力して「同意して次へ」を
タップ※2

※1 暗証番号はご契約時に設定された
　4ケタの数字です
※2 パスワードは半角英数を組み合わ
　せた8～32ケタを入力してください

080＊＊＊＊＊＊＊＊

080＊＊＊＊＊＊＊＊

au ID 設定方法
別 紙 2



※화면은 이미지입니다.

청구서는 WEB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표기 전용)

http://cs.kddi.com/checkURL 청구서 보는 방법

「au고객지원」 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Step1

au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주십시오.Step2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Step3

청구서 보는 방법

※ 「종이 청구서」 우송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이 청구서」는 50엔/통(세금 비포함) 입니다.

14

1 2 3 4

65 7

13

10

11

9

12

8

8

8

청구서의 합계액이 표시됩니다.

au 간단 결제 이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분의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

12

13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면
요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청구서를 일괄 인쇄할 수 있습니다.6

영수증을 일괄 인쇄할 수 있습니다.7

2

8

3

이용 연월

계좌이체일

금융기관명

9

5

4

10

주요 항목 설명

1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연월

청구서 관리 코드요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화 명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용지 ③

au ID는 au 서비스를 편 

리하게 이용하시기 위한 

ID입니다.

청구서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au고객지원」이나 

콘텐츠・어플을 스마트 

폰・태블릿 단말기・컴퓨 

터 등 다양한 기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画面はイメージです。

請求書はWEBでご確認いただけます。（日本語表記のみ）

請求書の合計額が
表示されます

auかんたん決済のご利用額が
確認できます。
過去6カ月分の請求書が確認
できます。

11

12

13

タップすると、料金の内訳を
確認できます。14

請求書を一括で印刷できます。6

領収書を一括で印刷できます。7

2

8

3

ご利用年月

口座振替日

金融機関名

9

5

4

10

http://cs.kddi.com/checkリンク 請求書の見方

「auお客さまサポート」ログイン画面が
表示されます。Step1

au IDは、auのサービス
を便利にご利用いただく
ためのIDです。
請求書の確認等ができ
る「auお客さまサポー
ト」やコンテンツ・アプリ
を、スマートフォン・タブ
レット端末・パソコン等さ
まざまな機器でお楽しみ
いただけます。

au IDと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Step2

暗証番号を入力してください。Step3 主な項目の説明

請求書の見方

※「紙請求書」の郵送をご希望の場合はお申し込みが必要です。「紙請求書」は50円/通（税抜）です。

1 請求書が確認できます。

ご請求年月

ご請求管理コード料金明細が確認できます。

通話明細が確認できます。

14

1 2 3 4

65 7

13

10

11

9

12

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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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금액은 특히 기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세금을 뺀 금액입니다.※화면은 이미지입니다.

포인트를 적립하여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사이트나 앱에서 충전(입금)Step2이용 시작 수속Step1
전용 사이트에 액세스해서 이용 시작 수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속에는 au ID가 필요합니다.

★1: 충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2: 포인트는 후일 부여됩니다.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해외에서 이용하시면 해외 서비스 수수료 4%가 부과됩니다.

S T A R T 1

au WALLET

au WALLET 

카드란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충전 가능! 

포인트로도 충전 가능! ★1

포인트를
자꾸 적립!★2

가게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사용 가능!

본 카드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프리페이드식 카드입니다.

사전에 충전(입금)해 두시면 전 세계의 MasterCardⓇ 가맹점★3(일부 제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FC 대응 단말기에서 터치하면
au WALLET 사이트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행처>

KDDI 주식회사/

오키나와 세룰러전화 주식회사/

주식회사 웹머니

이용자 이름(로마자) 카드 유효 기간(월/년) au WALLET 사이트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름 기입란입니다.
반드시 맨 처음에 기입해 주십시오.
※ 신청한 본인 이외에는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MasterCardⓇ  번호

전화로도 수속하실 수 있습니다.
［au WALLET Prepaid 카드 문의 창구］

연중무휴

0120-977-964
접수시간 9:00~20:00
※동봉된 특약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전화해 주십시오.

au ID란?
au의 각종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ID입니다.
au 콘텐츠•앱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단말기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Web Money Prepaid 번호

관리번호(숫자 16자리)
문의할 때 이용합니다.

au WALLET Prepaid 카드

별도 용지 ④

au WALLET Prepaid 카드란 ?

카드가 도착하면 준비는 고작해야 2단계 !

au WALLET Prepaid 카드의 이용 방법

表記の金額は、特に記載のある場合を除き全て税抜です。※画面はイメージです。

au WALLET
のカードって

ポイントが貯まって、おトクに使えるカードです！

何？ いつでもチャージできる！
ポイントでもチャージできる！★1

お店でもネットでも
使える！

ポイントが
どんどん貯まる！★2

本カードは、便利でおトクなプリペイド式カードです。
事前にチャージ（入金）していただくと、世界中のMasterCard®加盟店★3（一部除く）でご利用いただけます。

au WALLETサイトへ
アクセスします。

NFC対応端末でタッチすると、
au WALLET サイトへアクセスします。 MasterCard®番号

ご利用者氏名（ローマ字） カード有効期限（月 /年）

お名前をご記入いただく欄です。
必ず最初にご記入ください。
※お申し込みされた本人さま以外は
　ご利用いただけません。

管理番号（数字16桁）
問い合わせ時に利用します。

Web Moneyプリペイド番号

au IDとは　auの各種サービスを便利にご利用いただくためのIDです。
auのコンテンツ・アプリを、スマートフォンをはじめとした各種端末でお楽しみいただけます。

サイトやアプリでチャージ（入金）Step2ご利用開始のお手続きStep1
専用サイトにアクセスして、ご利用開始の手続きを
お願いします。 手続きには au IDが必要になります。

★1：チャージには上限があります。★2：ポイントは後日付与されます。最大2ヶ月かかる場合があります。

★3：海外でのご利用には海外サービス手数料4％がかかります。

〈カード発行元〉
KDDI株式会社 /
沖縄セルラー電話株式会社 /
株式会社ウェブマネー

お電話でも、お手続きが可能です。
［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

        お問い合わせ窓口］年中無休

     0120-977-964 
受付時間 9:00～20:00
※同封の特約類をお手元にご用意の上、お電話ください。

S T A R T 1

au WALLET

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
別 紙 4

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とは？

カードが届いたら準備はたったの2STEP！

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の仕組みを知ろう



스마트폰인 경우

※화면은 이미지입니다.

au WALLET Prepaid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

Android™ 스마트폰 / iPhone 앱에서

au WALLET 앱 설치 방법

충전 방법 

au ID 설정을 마치지 않은 분은 화면 지시에 따라 설정해 주십시오.

au ID 설정을 마치지 않은 분은 화면 지시에 따라 설정해 주십시오.

순서 ① 순서 ③

순서 ②

au WALLET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iOS ▶ 「App Store」

Android™ ▶  「au Market」

로 액세스, 「au WALLET」으로 검색.

<기종 대응>
● iOS7.0 이상의 iPhone4S 이상
● Android4.0 이상

앱을 시작하고 「ログインする(로그인)」 버튼을 누른 후

「詳細はこちら(자세한 내용은 여기)」 버튼을 누릅니다.

au 간단 결제로 충전

WALLET 포인트 / au 포인트로 충전

1 2 543

53 41 2

전화로도 수속하실 수 있습니다.
［au WALLET Prepaid 카드 문의 창구］연중무휴

0120-977-964   접수시간 9:00~20:00 
※동봉된 특약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전화해 주십시오.

au WALLET Prepaid 카드

별도 용지 ⑤

로그인 후에 표시 되는 「ご利用開始 (이용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カードの利用を開始しました(카드 이용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표시되면 이용 시작 수속 

완료입니다.

[4G LTE 휴대전화의 경우]

메뉴 화면에서 「au WALLET」을 

누르고 au WALLET 사이트에서 

이용 시작 수속을 합니다.

시작 화면에서 「チャージ（入金） 
(충전(입금))」을 가볍게 터치

충전 완료

 「金額を指定してチャージ
(금액을 지정해서 충전)」을 
가볍게 터치

충전 금액을 선택하고
「チャージする (충전함)」
을 가볍게 터치

au 계약 시의 「暗証番号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購入する (구입함)」 을 
가볍게 터치

시작 화면에서 「チャージ（入金） 
(충전(입금))」을 가볍게 터치

충전 완료

「ポイント (포인트)」를 
가볍게 터치

충전 금액을 입력하고 「チャージ
する (충전함)」을 가볍게 터치

충전 금액을 확인하고
「チャージする (충전함)」
을 가볍게 터치

※충전 이용 조건은 카드에 동봉된 「이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u 숍, 편의점(로손에 한함), 지븐은행, 신용카드로, au WALLET 충전 카드의 충전 방법에 대해서는 고객선터          에서 확인하여 주십시오.P28

スマートフォンの場合

※チャージのご利用条件はカードに同封された「ご利用の手引き」でご確認ください。
※auショップ、コンビニ（ローソンのみ）、じぶん銀行、クレジットカード、au WALLET チャージカードでのチャージ方法についてはお客さまセンター　 　 でご確認ください。P28

※画面はイメージです。

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を使う準備をしよう

AndroidTMスマホ / iPhoneのアプリで

au WALLET アプリのインストール方法

チャージ方法

au ID設定がお済みでない方は画面に従って設定してください。

au ID設定がお済みでない方は画面に従って設定してください。

お電話でも、お手続きが可能です。
［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 お問い合わせ窓口］年中無休

     0120-977-964 受付時間 9:00～20：00
※同封の特約類をお手元にご用意の上、お電話ください。

手順① 手順③

手順②

au WALLET アプリをダウンロードする。
iOS ▶  「App Store」
AndroidTM ▶ 「au Market」
へアクセス、「au WALLET」で検索。

〈機種対応〉
● iOS7.0以上の iPhone4S以降  
●Android4.0以上

アプリを起動し、「ログインする」ボタンを押し、「詳細はこちら」
ボタンを押す。

auかんたん決済でチャージ

WALLET ポイント／auポイントでチャージ

1

トップ画面から「チャージ
（入金）」をタップ

2

「 金 額を指 定して
チャージ」をタップ

5

チャージが完了

4

auご契約時の「暗証番号」
を入力して「購入する」を
タップ

チャージ額を選択して
「チャージする」をタップ

3

5

チャージが完了

3

チャージ額を入力して
「チャージする」をタップ

4

チャージ額を確認して
「チャージする」をタップ

1

トップ画面から「チャージ
（入金）」をタップ

2

「ポイント」をタップ

au WALLET プリペイドカード
別 紙 5

ログイン後に表示される「ご利用開始」ボタンを押して
ください。「カードの利用を開始しました」と表示され

たら、ご利用開始のお手
続きは完了です。

 
［4G LTEケータイの場合］
メニュー画面の「au 
WALLET」を押して、au 
WALLET サイトからご利用開
始のお手続きを行えま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