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단말기명

(펫네임)

출고가

(A)

최대 지원금

(B)

판매가

(A-B)
SM-G720N0

(갤럭시그랜드맥스)
319,000 - 319,000

LG-T480S

(와인스마트)
286,000 286,000 0

P-2100

(브리즈4)
66,000 - 66,000

SM-J320N0

(갤럭시J3 2016)
231,000 231,000 0

LG-F670S

(LG K10)
250,000 - 250,000

SM-G930S_32G

(갤럭시 S7)
836,000 330,000 506,000

SM-G935S_32G

(갤럭시 S7 엣지)
924,000 - 924,000

SM-G600S

(갤럭시 와이드)
319,000 319,000 0

SM-J510S

(갤럭시 J5 2016)
297,000 297,000 0

SM-A810S

(갤럭시 A8 2016)
649,000 - 649,000

LG-F800S

(LG V20)
899,800 330,000 569,800

LPE01

(클래식폰)
100,000 100,000 0

SM-A520S

(갤럭시 A5 2017)
548,900 330,000 218,9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J320N0(갤럭시J3 2016)                      공시일자 : 16051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망내무제한

요금제

(3G/LTE)

SKT망내(LTE)550MB 231,000 - 231,000

SKT망내(LTE)1.1GB 231,000 - 231,000

SKT망내(LTE)2GB 231,000 - 231,000

SKT망내(LTE)5GB 231,000 - 231,000

SKT망내(LTE)8GB 231,000 - 231,000

SKT망내(LTE)12GB 231,000 - 231,000

SKT망내(LTE)16GB 231,000 - 231,000

전국민무한

요금제

(3G/LTE)

전국민(LTE)5GB 231,000 - 231,000

전국민(LTE)8GB 231,000 - 231,000

전국민(LTE)12GB 231,000 - 231,000

전국민(LTE)16GB 231,000 - 231,000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3G/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231,000 231,000 0

스마일데이터(LTE)1.2GB 231,000 231,000 0

스마일데이터(LTE)2.2GB 231,000 231,000 0

스마일데이터(LTE)3.5GB 231,000 231,000 0

스마일데이터(LTE)6.5GB 231,000 231,000 0

스마일데이터(LTE)11GB 231,000 231,000 0

스마일데이터(LTE)20GB 231,000 231,000 0

스마일데이터(LTE)35GB 231,000 231,000 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J320N0(갤럭시J3 2016)                      공시일자 : 16051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음성정액

요금제

(3G)

스마텔표준 231,000 - 231,000

스마텔음성13 231,000 - 231,000

스마텔음성22 231,000 - 231,000

스마트

요금제

(3G)

스마트23 231,000 - 231,000

스마트31 231,000 - 231,000

폰앤톡

요금제

(3G)

폰앤톡60 231,000 - 231,000

폰앤톡120 231,000 - 231,000

폰앤톡180 231,000 - 231,000

폰앤톡Plus60 231,000 - 231,000

폰앤톡Plus120 231,000 - 231,000

폰앤톡Plus180 231,000 - 231,000

폰과함께

요금제

(LTE)

폰과함께LTE250MB 231,000 231,000 0

폰과함께LTE600MB 231,000 231,000 0

폰과함께LTE800MB 231,000 231,000 0

폰과함께LTE1.6GB 231,000 231,000 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J320N0(갤럭시J3 2016)                      공시일자 : 16051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스마텔

실속요금제

(3G)

실속12 231,000 - 231,000

실속24 231,000 - 231,000

실속29 231,000 - 231,000

실속31 231,000 - 231,000

실속36 231,000 - 231,000

실속48 231,000 - 231,000

유심전용

스마일요금제

(3G)

스마일 231,000 - 231,000

스마일75 231,000 - 231,000

스마일70 231,000 - 231,000

스마일50Plus 231,000 - 231,000

스마일100 231,000 - 231,000

스마일150 231,000 - 231,000

스마일300 231,000 - 231,000

스마일500 231,000 - 231,000

스마일1GB 231,000 - 231,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J320N0(갤럭시J3 2016)                      공시일자 : 16051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유심전용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231,000 - 231,000

스마일데이터(LTE)1.2B 231,000 - 231,000

스마일데이터(LTE)11GB 231,000 - 231,000

유심전용

LTE요금제

(LTE)

유심전용LTE500MB 231,000 - 231,000

유심전용LTE1GB 231,000 - 231,000

유심전용LTE1,5GB 231,000 - 231,000

유심전용LTE1.5GBPlus 231,000 - 231,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G930S_32G(갤럭시S7)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망내무제한

요금제

(3G/LTE)

SKT망내(LTE)550MB 836,000 - 836,000

SKT망내(LTE)1.1GB 836,000 - 836,000

SKT망내(LTE)2GB 836,000 - 836,000

SKT망내(LTE)5GB 836,000 - 836,000

SKT망내(LTE)8GB 836,000 - 836,000

SKT망내(LTE)12GB 836,000 - 836,000

SKT망내(LTE)16GB 836,000 - 836,000

전국민무한

요금제

(3G/LTE)

전국민(LTE)5GB 836,000 - 836,000

전국민(LTE)8GB 836,000 - 836,000

전국민(LTE)12GB 836,000 - 836,000

전국민(LTE)16GB 836,000 - 836,000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3G/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836,000 159,000 677,000

스마일데이터(LTE)1.2GB 836,000 194,000 642,000

스마일데이터(LTE)2.2GB 836,000 228,000 608,000

스마일데이터(LTE)3.5GB 836,000 256,000 580,000

스마일데이터(LTE)6.5GB 836,000 279,000 557,000

스마일데이터(LTE)11GB 836,000 330,000 506,000

스마일데이터(LTE)20GB 836,000 330,000 506,000

스마일데이터(LTE)35GB 836,000 330,000 506,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G930S_32G(갤럭시S7)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음성정액

요금제

(3G)

스마텔표준 836,000 - 836,000

스마텔음성13 836,000 - 836,000

스마텔음성22 836,000 - 836,000

스마트

요금제

(3G)

스마트23 836,000 - 836,000

스마트31 836,000 - 836,000

폰앤톡

요금제

(3G)

폰앤톡60 836,000 - 836,000

폰앤톡120 836,000 - 836,000

폰앤톡180 836,000 - 836,000

폰앤톡Plus60 836,000 - 836,000

폰앤톡Plus120 836,000 - 836,000

폰앤톡Plus180 836,000 - 836,000

폰과함께

요금제

(LTE)

폰과함께LTE250MB 836,000 240,000 596,000

폰과함께LTE600MB 836,000 270,000 566,000

폰과함께LTE800MB 836,000 300,000 536,000

폰과함께LTE1.6GB 836,000 330,000 506,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G930S_32G(갤럭시S7)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스마텔

실속요금제

(3G)

실속12 836,000 - 836,000

실속24 836,000 - 836,000

실속29 836,000 - 836,000

실속31 836,000 - 836,000

실속36 836,000 - 836,000

실속48 836,000 - 836,000

유심전용

스마일요금제

(3G)

스마일 836,000 - 836,000

스마일75 836,000 - 836,000

스마일70 836,000 - 836,000

스마일50Plus 836,000 - 836,000

스마일100 836,000 - 836,000

스마일150 836,000 - 836,000

스마일300 836,000 - 836,000

스마일500 836,000 - 836,000

스마일1GB 836,000 - 836,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G930S_32G(갤럭시S7)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유심전용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836,000 - 836,000

스마일데이터(LTE)1.2B 836,000 - 836,000

스마일데이터(LTE)11GB 836,000 - 836,000

유심전용

LTE요금제

(LTE)

유심전용LTE500MB 836,000 - 836,000

유심전용LTE1GB 836,000 - 836,000

유심전용LTE1,5GB 836,000 - 836,000

유심전용LTE1.5GBPlus 836,000 - 836,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F670S(K10)                                 공시일자 : 16102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망내무제한

요금제

(3G/LTE)

SKT망내(LTE)550MB 250,000 - 250,000

SKT망내(LTE)1.1GB 250,000 - 250,000

SKT망내(LTE)2GB 250,000 - 250,000

SKT망내(LTE)5GB 250,000 - 250,000

SKT망내(LTE)8GB 250,000 - 250,000

SKT망내(LTE)12GB 250,000 - 250,000

SKT망내(LTE)16GB 250,000 - 250,000

전국민무한

요금제

(3G/LTE)

전국민(LTE)5GB 250,000 - 250,000

전국민(LTE)8GB 250,000 - 250,000

전국민(LTE)12GB 250,000 - 250,000

전국민(LTE)16GB 250,000 - 250,000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3G/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250,000 169,000 81,000

스마일데이터(LTE)1.2GB 250,000 182,000 68,000

스마일데이터(LTE)2.2GB 250,000 229,000 21,000

스마일데이터(LTE)3.5GB 250,000 221,000 29,000

스마일데이터(LTE)6.5GB 250,000 250,000 0

스마일데이터(LTE)11GB 250,000 250,000 0

스마일데이터(LTE)20GB 250,000 250,000 0

스마일데이터(LTE)35GB 250,000 250,000 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F670S(K10)                                 공시일자 : 16102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음성정액

요금제

(3G)

스마텔표준 250,000 - 250,000

스마텔음성13 250,000 - 250,000

스마텔음성22 250,000 - 250,000

스마트

요금제

(3G)

스마트23 250,000 - 250,000

스마트31 250,000 - 250,000

폰앤톡

요금제

(3G)

폰앤톡60 250,000 - 250,000

폰앤톡120 250,000 - 250,000

폰앤톡180 250,000 - 250,000

폰앤톡Plus60 250,000 - 250,000

폰앤톡Plus120 250,000 - 250,000

폰앤톡Plus180 250,000 - 250,000

폰과함께

요금제

(LTE)

폰과함께LTE250MB 250,000 155,000 95,000

폰과함께LTE600MB 250,000 189,000 61,000

폰과함께LTE800MB 250,000 207,000 43,000

폰과함께LTE1.6GB 250,000 250,000 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F670S(K10)                                 공시일자 : 16102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스마텔

실속요금제

(3G)

실속12 250,000 - 250,000

실속24 250,000 - 250,000

실속29 250,000 - 250,000

실속31 250,000 - 250,000

실속36 250,000 - 250,000

실속48 250,000 - 250,000

유심전용

스마일요금제

(3G)

스마일 250,000 - 250,000

스마일75 250,000 - 250,000

스마일70 250,000 - 250,000

스마일50Plus 250,000 - 250,000

스마일100 250,000 - 250,000

스마일150 250,000 - 250,000

스마일300 250,000 - 250,000

스마일500 250,000 - 250,000

스마일1GB 250,000 - 250,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F670S(K10)                                 공시일자 : 16102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유심전용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250,000 - 250,000

스마일데이터(LTE)1.2B 250,000 - 250,000

스마일데이터(LTE)11GB 250,000 - 250,000

유심전용

LTE요금제

(LTE)

유심전용LTE500MB 250,000 - 250,000

유심전용LTE1GB 250,000 - 250,000

유심전용LTE1,5GB 250,000 - 250,000

유심전용LTE1.5GBPlus 250,000 - 250,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T480S(와인스마트)                           공시일자 : 170109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망내무제한

요금제

(3G/LTE)

SKT망내(LTE)550MB 286,000 95,000 191,000

SKT망내(LTE)1.1GB 286,000 96,000 190,000

SKT망내(LTE)2GB 286,000 92,000 194,000

SKT망내(LTE)5GB 286,000 129,000 157,000

SKT망내(LTE)8GB 286,000 150,000 136,000

SKT망내(LTE)12GB 286,000 161,000 125,000

SKT망내(LTE)16GB 286,000 197,000 89,000

전국민무한

요금제

(3G/LTE)

전국민(LTE)5GB 286,000 121,000 165,000

전국민(LTE)8GB 286,000 139,000 147,000

전국민(LTE)12GB 286,000 177,000 109,000

전국민(LTE)16GB 286,000 197,000 89,000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3G/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286,000 286,000 0

스마일데이터(LTE)1.2GB 286,000 286,000 0

스마일데이터(LTE)2.2GB 286,000 286,000 0

스마일데이터(LTE)3.5GB 286,000 286,000 0

스마일데이터(LTE)6.5GB 286,000 286,000 0

스마일데이터(LTE)11GB 286,000 286,000 0

스마일데이터(LTE)20GB 286,000 286,000 0

스마일데이터(LTE)35GB 286,000 286,000 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T480S(와인스마트)                           공시일자 : 170109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음성정액

요금제

(3G)

스마텔표준 286,000 109,000 177,000

스마텔음성13 286,000 197,000 89,000

스마텔음성22 286,000 189,000 97,000

스마트

요금제

(3G)

스마트23 286,000 87,000 199,000

스마트31 286,000 197,000 89,000

폰앤톡

요금제

(3G)

폰앤톡60 286,000 286,000 0

폰앤톡120 286,000 286,000 0

폰앤톡180 286,000 286,000 0

폰앤톡Plus60 286,000 286,000 0

폰앤톡Plus120 286,000 286,000 0

폰앤톡Plus180 286,000 286,000 0

폰과함께

요금제

(LTE)

폰과함께LTE250MB 286,000 - 286,000

폰과함께LTE600MB 286,000 - 286,000

폰과함께LTE800MB 286,000 - 286,000

폰과함께LTE1.6GB 286,000 - 286,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T480S(와인스마트)                           공시일자 : 170109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스마텔

실속요금제

(3G)

실속12 286,000 68,000 218,000

실속24 286,000 142,000 144,000

실속29 286,000 122,000 164,000

실속31 286,000 186,000 100,000

실속36 286,000 194,000 92,000

실속48 286,000 197,000 89,000

유심전용

스마일요금제

(3G)

스마일 286,000 - 286,000

스마일75 286,000 - 286,000

스마일70 286,000 - 286,000

스마일50Plus 286,000 - 286,000

스마일100 286,000 - 286,000

스마일150 286,000 - 286,000

스마일300 286,000 - 286,000

스마일500 286,000 - 286,000

스마일1GB 286,000 - 286,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T480S(와인스마트)                           공시일자 : 170109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유심전용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286,000 - 286,000

스마일데이터(LTE)1.2B 286,000 - 286,000

스마일데이터(LTE)11GB 286,000 - 286,000

유심전용

LTE요금제

(LTE)

유심전용LTE500MB 286,000 - 286,000

유심전용LTE1GB 286,000 - 286,000

유심전용LTE1,5GB 286,000 - 286,000

유심전용LTE1.5GBPlus 286,000 - 286,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J510S(갤럭시J5 2016)                       공시일자 : 161128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망내무제한

요금제

(3G/LTE)

SKT망내(LTE)550MB 297,000 59,000 238,000

SKT망내(LTE)1.1GB 297,000 68,000 229,000

SKT망내(LTE)2GB 297,000 82,000 215,000

SKT망내(LTE)5GB 297,000 98,000 199,000

SKT망내(LTE)8GB 297,000 152,000 145,000

SKT망내(LTE)12GB 297,000 168,500 128,500

SKT망내(LTE)16GB 297,000 200,000 97,000

전국민무한

요금제

(3G/LTE)

전국민(LTE)5GB 297,000 110,000 187,000

전국민(LTE)8GB 297,000 118,000 179,000

전국민(LTE)12GB 297,000 129,500 167,500

전국민(LTE)16GB 297,000 148,000 149,000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3G/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297,000 169,000 128,000

스마일데이터(LTE)1.2GB 297,000 206,000 91,000

스마일데이터(LTE)2.2GB 297,000 242,000 55,000

스마일데이터(LTE)3.5GB 297,000 273,000 24,000

스마일데이터(LTE)6.5GB 297,000 297,000 0

스마일데이터(LTE)11GB 297,000 297,000 0

스마일데이터(LTE)20GB 297,000 297,000 0

스마일데이터(LTE)35GB 297,000 297,000 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J510S(갤럭시J5 2016)                       공시일자 : 161128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음성정액

요금제

(3G)

스마텔표준 297,000 - 297,000

스마텔음성13 297,000 - 297,000

스마텔음성22 297,000 - 297,000

스마트

요금제

(3G)

스마트23 297,000 - 297,000

스마트31 297,000 - 297,000

폰앤톡

요금제

(3G)

폰앤톡60 297,000 - 297,000

폰앤톡120 297,000 - 297,000

폰앤톡180 297,000 - 297,000

폰앤톡Plus60 297,000 - 297,000

폰앤톡Plus120 297,000 - 297,000

폰앤톡Plus180 297,000 - 297,000

폰과함께

요금제

(LTE)

폰과함께LTE250MB 297,000 297,000 0

폰과함께LTE600MB 297,000 297,000 0

폰과함께LTE800MB 297,000 297,000 0

폰과함께LTE1.6GB 297,000 297,000 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J510S(갤럭시J5 2016)                       공시일자 : 161128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스마텔

실속요금제

(3G)

실속12 297,000 - 297,000

실속24 297,000 - 297,000

실속29 297,000 - 297,000

실속31 297,000 - 297,000

실속36 297,000 - 297,000

실속48 297,000 - 297,000

유심전용

스마일요금제

(3G)

스마일 297,000 - 297,000

스마일75 297,000 - 297,000

스마일70 297,000 - 297,000

스마일50Plus 297,000 - 297,000

스마일100 297,000 - 297,000

스마일150 297,000 - 297,000

스마일300 297,000 - 297,000

스마일500 297,000 - 297,000

스마일1GB 297,000 - 297,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J510S(갤럭시J5 2016)                       공시일자 : 161128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유심전용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297,000 - 297,000

스마일데이터(LTE)1.2B 297,000 - 297,000

스마일데이터(LTE)11GB 297,000 - 297,000

유심전용

LTE요금제

(LTE)

유심전용LTE500MB 297,000 - 297,000

유심전용LTE1GB 297,000 - 297,000

유심전용LTE1,5GB 297,000 - 297,000

유심전용LTE1.5GBPlus 297,000 - 297,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F800S(V20)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망내무제한

요금제

(3G/LTE)

SKT망내(LTE)550MB 899,800 - 899,800

SKT망내(LTE)1.1GB 899,800 - 899,800

SKT망내(LTE)2GB 899,800 - 899,800

SKT망내(LTE)5GB 899,800 - 899,800

SKT망내(LTE)8GB 899,800 - 899,800

SKT망내(LTE)12GB 899,800 - 899,800

SKT망내(LTE)16GB 899,800 - 899,800

전국민무한

요금제

(3G/LTE)

전국민(LTE)5GB 899,800 - 899,800

전국민(LTE)8GB 899,800 - 899,800

전국민(LTE)12GB 899,800 - 899,800

전국민(LTE)16GB 899,800 - 899,800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3G/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899,800 89,000 810,800

스마일데이터(LTE)1.2GB 899,800 126,000 773,800

스마일데이터(LTE)2.2GB 899,800 168,000 731,800

스마일데이터(LTE)3.5GB 899,800 211,000 688,800

스마일데이터(LTE)6.5GB 899,800 255,000 644,800

스마일데이터(LTE)11GB 899,800 330,000 569,800

스마일데이터(LTE)20GB 899,800 330,000 569,800

스마일데이터(LTE)35GB 899,800 330,000 569,8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F800S(V20)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음성정액

요금제

(3G)

스마텔표준 899,800 - 899,800

스마텔음성13 899,800 - 899,800

스마텔음성22 899,800 - 899,800

스마트

요금제

(3G)

스마트23 899,800 - 899,800

스마트31 899,800 - 899,800

폰앤톡

요금제

(3G)

폰앤톡60 899,800 - 899,800

폰앤톡120 899,800 - 899,800

폰앤톡180 899,800 - 899,800

폰앤톡Plus60 899,800 - 899,800

폰앤톡Plus120 899,800 - 899,800

폰앤톡Plus180 899,800 - 899,800

폰과함께

요금제

(LTE)

폰과함께LTE250MB 899,800 - 899,800

폰과함께LTE600MB 899,800 - 899,800

폰과함께LTE800MB 899,800 - 899,800

폰과함께LTE1.6GB 899,800 - 899,8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F800S(V20)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스마텔

실속요금제

(3G)

실속12 899,800 - 899,800

실속24 899,800 - 899,800

실속29 899,800 - 899,800

실속31 899,800 - 899,800

실속36 899,800 - 899,800

실속48 899,800 - 899,800

유심전용

스마일요금제

(3G)

스마일 899,800 - 899,800

스마일75 899,800 - 899,800

스마일70 899,800 - 899,800

스마일50Plus 899,800 - 899,800

스마일100 899,800 - 899,800

스마일150 899,800 - 899,800

스마일300 899,800 - 899,800

스마일500 899,800 - 899,800

스마일1GB 899,800 - 899,8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G-F800S(V20)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유심전용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899,800 - 899,800

스마일데이터(LTE)1.2B 899,800 - 899,800

스마일데이터(LTE)11GB 899,800 - 899,800

유심전용

LTE요금제

(LTE)

유심전용LTE500MB 899,800 - 899,800

유심전용LTE1GB 899,800 - 899,800

유심전용LTE1,5GB 899,800 - 899,800

유심전용LTE1.5GBPlus 899,800 - 899,8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PE01(클래식폰)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망내무제한

요금제

(3G/LTE)

SKT망내(LTE)550MB 100,000 - 100,000

SKT망내(LTE)1.1GB 100,000 - 100,000

SKT망내(LTE)2GB 100,000 - 100,000

SKT망내(LTE)5GB 100,000 - 100,000

SKT망내(LTE)8GB 100,000 - 100,000

SKT망내(LTE)12GB 100,000 - 100,000

SKT망내(LTE)16GB 100,000 - 100,000

전국민무한

요금제

(3G/LTE)

전국민(LTE)5GB 100,000 - 100,000

전국민(LTE)8GB 100,000 - 100,000

전국민(LTE)12GB 100,000 - 100,000

전국민(LTE)16G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3G/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LTE)1.2G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LTE)2.2G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LTE)3.5G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LTE)6.5G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LTE)11G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LTE)20G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LTE)35GB 100,000 - 100,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PE01(클래식폰)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음성정액

요금제

(3G)

스마텔표준 100,000 100,000 0

스마텔음성13 100,000 100,000 0

스마텔음성22 100,000 100,000 0

스마트

요금제

(3G)

스마트23 100,000 - 100,000

스마트31 100,000 - 100,000

폰앤톡

요금제

(3G)

폰앤톡60 100,000 - 100,000

폰앤톡120 100,000 - 100,000

폰앤톡180 100,000 - 100,000

폰앤톡Plus60 100,000 - 100,000

폰앤톡Plus120 100,000 - 100,000

폰앤톡Plus180 100,000 - 100,000

폰과함께

요금제

(LTE)

폰과함께LTE250MB 100,000 - 100,000

폰과함께LTE600MB 100,000 - 100,000

폰과함께LTE800MB 100,000 - 100,000

폰과함께LTE1.6GB 100,000 - 100,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PE01(클래식폰)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스마텔

실속요금제

(3G)

실속12 100,000 - 100,000

실속24 100,000 - 100,000

실속29 100,000 - 100,000

실속31 100,000 - 100,000

실속36 100,000 - 100,000

실속48 100,000 - 100,000

유심전용

스마일요금제

(3G)

스마일 100,000 - 100,000

스마일75 100,000 18,500 81,500

스마일70 100,000 25,000 75,000

스마일50Plus 100,000 - 100,000

스마일100 100,000 35,000 65,000

스마일150 100,000 - 100,000

스마일300 100,000 - 100,000

스마일500 100,000 - 100,000

스마일1GB 100,000 - 100,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LPE01(클래식폰)                                 공시일자 : 161227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유심전용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LTE)1.2B 100,000 - 100,000

스마일데이터(LTE)11GB 100,000 - 100,000

유심전용

LTE요금제

(LTE)

유심전용LTE500MB 100,000 - 100,000

유심전용LTE1GB 100,000 - 100,000

유심전용LTE1,5GB 100,000 - 100,000

유심전용LTE1.5GBPlus 100,000 - 100,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G600S(갤럭시와이드)                        공시일자 : 16102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망내무제한

요금제

(3G/LTE)

SKT망내(LTE)550MB 319,000 97,000 222,000

SKT망내(LTE)1.1GB 319,000 98,000 221,000

SKT망내(LTE)2GB 319,000 93,000 226,000

SKT망내(LTE)5GB 319,000 130,000 189,000

SKT망내(LTE)8GB 319,000 152,000 167,000

SKT망내(LTE)12GB 319,000 164,000 155,000

SKT망내(LTE)16GB 319,000 200,000 119,000

전국민무한

요금제

(3G/LTE)

전국민(LTE)5GB 319,000 123,000 196,000

전국민(LTE)8GB 319,000 141,000 178,000

전국민(LTE)12GB 319,000 179,000 140,000

전국민(LTE)16GB 319,000 200,000 119,000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3G/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319,000 224,000 95,000

스마일데이터(LTE)1.2GB 319,000 272,000 47,000

스마일데이터(LTE)2.2GB 319,000 319,000 0

스마일데이터(LTE)3.5GB 319,000 319,000 0

스마일데이터(LTE)6.5GB 319,000 319,000 0

스마일데이터(LTE)11GB 319,000 319,000 0

스마일데이터(LTE)20GB 319,000 319,000 0

스마일데이터(LTE)35GB 319,000 319,000 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G600S(갤럭시와이드)                        공시일자 : 16102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음성정액

요금제

(3G)

스마텔표준 319,000 - 319,000

스마텔음성13 319,000 - 319,000

스마텔음성22 319,000 - 319,000

스마트

요금제

(3G)

스마트23 319,000 - 319,000

스마트31 319,000 - 319,000

폰앤톡

요금제

(3G)

폰앤톡60 319,000 - 319,000

폰앤톡120 319,000 - 319,000

폰앤톡180 319,000 - 319,000

폰앤톡Plus60 319,000 - 319,000

폰앤톡Plus120 319,000 - 319,000

폰앤톡Plus180 319,000 - 319,000

폰과함께

요금제

(LTE)

폰과함께LTE250MB 319,000 319,000 0

폰과함께LTE650MB 319,000 319,000 0

폰과함께LTE800MB 319,000 319,000 0

폰과함께LTE1.6GB 319,000 319,000 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G600S(갤럭시와이드)                        공시일자 : 16102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스마텔

실속요금제

(3G)

실속12 319,000 - 319,000

실속24 319,000 - 319,000

실속29 319,000 - 319,000

실속31 319,000 - 319,000

실속36 319,000 - 319,000

실속48 319,000 - 319,000

유심전용

스마일요금제

(3G)

스마일 319,000 - 319,000

스마일75 319,000 - 319,000

스마일70 319,000 - 319,000

스마일50Plus 319,000 - 319,000

스마일100 319,000 - 319,000

스마일150 319,000 - 319,000

스마일300 319,000 - 319,000

스마일500 319,000 - 319,000

스마일1GB 319,000 - 319,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G600S(갤럭시와이드)                        공시일자 : 161026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유심전용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319,000 - 319,000

스마일데이터(LTE)1.2B 319,000 - 319,000

스마일데이터(LTE)11GB 319,000 - 319,000

유심전용

LTE요금제

(LTE)

유심전용LTE500MB 319,000 - 319,000

유심전용LTE1GB 319,000 - 319,000

유심전용LTE1,5GB 319,000 - 319,000

유심전용LTE1.5GBPlus 319,000 - 319,0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A520S(갤럭시 A5 2017)                      공시일자 : 170203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망내무제한

요금제

(3G/LTE)

SKT망내(LTE)550MB 548,900 - 548,900

SKT망내(LTE)1.1GB 548,900 - 548,900

SKT망내(LTE)2GB 548,900 - 548,900

SKT망내(LTE)5GB 548,900 - 548,900

SKT망내(LTE)8GB 548,900 - 548,900

SKT망내(LTE)12GB 548,900 - 548,900

SKT망내(LTE)16GB 548,900 - 548,900

전국민무한

요금제

(3G/LTE)

전국민(LTE)5GB 548,900 - 548,900

전국민(LTE)8GB 548,900 - 548,900

전국민(LTE)12GB 548,900 - 548,900

전국민(LTE)16GB 548,900 - 548,900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3G/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548,900 187,700 361,200

스마일데이터(LTE)1.2GB 548,900 228,800 320,100

스마일데이터(LTE)2.2GB 548,900 269,200 279,700

스마일데이터(LTE)3.5GB 548,900 302,800 246,100

스마일데이터(LTE)6.5GB 548,900 330,000 218,900

스마일데이터(LTE)11GB 548,900 330,000 218,900

스마일데이터(LTE)20GB 548,900 330,000 218,900

스마일데이터(LTE)35GB 548,900 330,000 218,9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A520S(갤럭시 A5 2017)                      공시일자 : 170203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음성정액

요금제

(3G)

스마텔표준 548,900 - 548,900

스마텔음성13 548,900 - 0

스마텔음성22 548,900 - 0

스마트

요금제

(3G)

스마트23 548,900 - 548,900

스마트31 548,900 - 548,900

폰앤톡

요금제

(3G)

폰앤톡60 548,900 - 548,900

폰앤톡120 548,900 - 548,900

폰앤톡180 548,900 - 548,900

폰앤톡Plus60 548,900 - 548,900

폰앤톡Plus120 548,900 - 548,900

폰앤톡Plus180 548,900 - 548,900

폰과함께

요금제

(LTE)

폰과함께LTE250MB 548,900 - 548,900

폰과함께LTE650MB 548,900 - 548,900

폰과함께LTE800MB 548,900 - 548,900

폰과함께LTE1.6GB 548,900 - 548,9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A520S(갤럭시 A5 2017)                      공시일자 : 170203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스마텔

실속요금제

(3G)

실속12 548,900 - 548,900

실속24 548,900 - 548,900

실속29 548,900 - 548,900

실속31 548,900 - 548,900

실속36 548,900 - 548,900

실속48 548,900 - 548,900

유심전용

스마일요금제

(3G)

스마일 548,900 - 548,900

스마일75 548,900 - 548,900

스마일70 548,900 - 548,900

스마일50Plus 548,900 - 548,900

스마일100 548,900 - 548,900

스마일150 548,900 - 548,900

스마일300 548,900 - 548,900

스마일500 548,900 - 548,900

스마일1GB 548,900 - 548,9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 서식)

이동통신사업자 공시표
SM-A520S(갤럭시 A5 2017)                      공시일자 : 170203

3월 20일(주) 요금제별 지원금

요금제
출고가

(A)

지원금

(B)

판매가

(A-B)

유심전용

스마일데이터

요금제

(LTE)

스마일데이터(LTE)300MB 548,900 - 548,900

스마일데이터(LTE)1.2B 548,900 - 548,900

스마일데이터(LTE)11GB 548,900 - 548,900

유심전용

LTE요금제

(LTE)

유심전용LTE500MB 548,900 - 548,900

유심전용LTE1GB 548,900 - 548,900

유심전용LTE1,5GB 548,900 - 548,900

유심전용LTE1.5GBPlus 548,900 - 548,900

※ 위 지원금은 요금제와 약정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판매가는 부가가치세(VAT) 포함 금액입니다.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위 지원금의 100분의 15내에서 추가로 단말기 구입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