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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서비스 요금 고지방법 개선”
- 이통3 사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이용요금 고지서 가격정보 표준화 5월부터 휴대폰 이용고객은 현재 보다 투명한 가격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이동통신사업자(SKT, KT, LGU+)와
협의를 거쳐 5월부터 휴대폰을 새로이 구매하는 고객에게 휴대폰 구입
가격(출고가1)1), 실구입가2)2)등)과 통신서비스 이용요금(약관상 이용요금3)3), 요금
할인4))을 현재 보다 손쉽게 구분하여 알 수 있도록 이통사의 가입 신청서
4)

가격정보 제공방법을 표준화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용어 설명 >
1)
2)
3)
4)

출고가 :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가 이통3사에게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
실구입가 : 휴대폰 구매자가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 휴대폰 구입가격
약관상 이용요금 : 이통사의 각종 요금제(예, 올인원54, LTE62 등) 가입시 통신 요금
요금할인 : 휴대폰 할부 구매시 특정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전화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이통사로 하여금 가입신청서에 출고가, 구입가, 요금할인
등의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휴대폰 이용자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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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통3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하여 알기 어렵고,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중 높은
이용요금(예, LTE62)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LTE포함)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후,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하여 고객 불만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금번 이통사의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
방식과 용어 등을 표준화하여 이용자가 손쉽고 명확하게 휴대폰 구입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한편,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12.6월중으로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을 통일하여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고,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
하기 쉽게 개선하여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이후에도 요금고지서를 통해
휴대폰 구입비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한 투명한 가격 정보 제공
으로 이용자의 알 권리가 강화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다소 줄어들 것
으로 전망했다.

붙임 : 가입신청서 변경 서식(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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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가입신청서 변경(안)
* KT가입신청서 기준 변경후 서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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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변경전 (예시)

변경후(예시)

* KT가입신청서 기준 변경 서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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