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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계약 전화번호※1

위임하는
수속※2

기기변경에 따른 au 통신 서비스에 관한 수속※3※4 기기 반납에 관한 수속

분할 납부에 관한 수속※3※4

아울러 개별 신용 구입 알선 계약/개별품 할부 판매 계약에 관하여
신용 정보 기관에 기초 특정 신용 정보가 통지됨을 승인합니다.

au의 MNP 가입에 따른 타사 서비스 해지에 관한
수속※5※6

기기 양도/승계(가족간 양도 포함)에 관한 수속※7

au PAY 선불카드 관련 수속※8 au 전기에 관한 수속

기타(구체적으로 기입하십시오.) ( )

KDDI주식회사·오키나와셀룰러전화주식회사 앞
※ 반드시 볼펜이나 만년필 등으로 기입하십시오.

연필, 샤프펜슬, 지워지는 볼펜 등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 본 위임장은 작성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계약자
(위임자)

주소
인

성명(서명)

연락처 (           )                  － 생년월일 서기 년 월 일

대리인
(수임자)

주소

성명

연락처 (           )                  －

저(계약자)는 아래의 수속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주의사항

1. 본 위임장은 대리인(수임자)란을 포함하여 계약자 본인(위임자)이 직접 기입, 날인해야 합니다. 

2. 수속 내용에 따라 접수할 수 있는 대리인(수임자)이 ‘가족(친권자)’, ‘미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인/시설 관계자’로 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au 통신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동의사항은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au 홈페이지 → 商品・サービス(상품・서비스) → スマートフォン・携帯電話
(스마트폰・휴대전화) → 重要事項説明(중요사항 설명)

4. 인감이 없는 경우에는 날인 대신에 서명을 하십시오.

수속 시 준비물

1. 본 위임장

2. 계약자 본인(위임자)의 본인 확인 서류(사본 가능)

※ 이사 등으로 인해 본인 확인 서류의 뒷면에 현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면도 복사해서 준비하십시오.

※ au 전기에 관한 수속만 하는 경우, 계약자 본인의 본인 확인 서류는 필요 없습니다.

3. 대리인(수임자)의 본인 확인 서류

4. 현재 이용 중인 au 휴대전화 본체(au IC 카드 포함)

5. 기타, 수속 내용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au 홈페이지, KDDI 고객센터 또는 au 숍 등으로 문의하십시오.

【위임장으로 접수할 수 없는 수속 사례】신규 계약・MNP 가입, 비밀번호 변경, 전화번호 변경, 법인 명의 계약 등

(동시에 스마일 하트 할인에 가입하시는 경우나 스마일 하트 할인에 이미 가입하신 경우에는 위임장으로 접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비밀번호 변경은
제외.)

※1 수속을 위임하시는 au 휴대전화 번호 또는 고정전화 번호를 기입하십시오. au 전기만 위임하시는 경우에는 기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를 하십시오.

※3 대리인 접수는 가족의 범위에만 해당합니다.

요금제 변경이나 수리 등에 관련한 일부 접수는 가족이 아닌 외부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4 매월 이용 요금을 지로용지로 납부하고 계신 고객님은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지불방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My au로 수속을
마치시거나 계좌 이체 신청서를 기재하신 후 내점하여 주십시오.

※5 au 가입 신청자의 명의가 이전 전 사업자의 명의와 다르고 au 가입 신청자만 내점하시는 경우에는 위임장 작성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접수는 가족의 범위에만 해당합니다.

※6 au에서 타사로 변경하실 때의 MNP 예약에 대해서는 ‘기타’에 ○표를 하시고 괄호 안에 ‘MNP 예약’이라고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7 양도자에 한해 대리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8 au PAY 카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9 통신 식별 기능이 적용되는 요금제는 Data MAX 5G(데이터 MAX 5G), Data MAX 5G Netflix Pack(데이터MAX 5G Netflix팩), Data MAX 5G ALL STAR 
Pack(데이터 MAX 5G ALL STAR팩), au Data MAX Plan Pro(au데이터MAX플랜Pro), au Data MAX Plan Netflix Pack(au데이터MAX플랜Netflix팩), au Flat 
Plan 7 Plus N(au플랫 플랜 7플러스N), Data MAX 4G LTE (데이터 MAX 4G LTE), Data MAX 4G LTE Netflix Pack(데이터 MAX 4G LTE Netflix팩)입니다.

서기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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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でんきのみの委任手続の場合は記入不要です。業ﾏ検索：02010030

【販売店使用欄】

申込書番号

受付店コード※

受付店名

担当者 連絡先 （ ） －

本票取扱い ｽｷｬﾝ返却/ｽｷｬﾝ不可時2カ月後末保管

스마트폰 이용 시
이 QR 코드로
확인 가능합니다.

동의 내용
‘au 통신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에 기재된 다음 항목에 동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수속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실
경우에는 체크 표시 후 서명해 주십시오.

에리어 품질 정보 송신 기능 (5G/4G LTE/VoLTE 서비스 이용 신규 수속을 위임하실 경우)

‘에리어 품질 정보 송신 기능’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서명란
통신 제어 기능 (5G 서비스 이용 신규 수속을 위임하실 경우)

‘통신 제어 기능 안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통신 식별 기능 (통신 식별 기능이 적용되는 요금 플랜의 신규 신청 수속을 위임하실 경우)

‘통신 식별 기능 안내’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합니다. ※9

※ 본 위임장은 대리인(수임자)란을 포함하여 계약자
본인(위임자)이 직접 기입, 날인해야 합니다. 

◆본 위임장의 모든 내용은 계약자

본인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