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사본을 이 곳에 붙혀서 보내주세요
신분증을 다른 종이에 복사해서 보내주시는 것보다
한 장에 보내 주시는게 더 좋습니다. 
팩스로 보낼 경우 신분증사진이 진하면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제한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흐리게 복사해서 첨부해 주세요. 

<신청서 제출 전 확인사항>
1. 대리점 개통 시 : 오류코드가 없으면 신청서를 보내주셔도 제한해제가 되지 않고, 서류 확인시점에 오류코드가
없으면 서류는 바로 폐기되며, 신청서를 다시 보내주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오니, 꼭 오류코드 띄우고 서류를
보내주세요.
2. 비대면 온라인 개통시 : 번호이동 희망사업자에게 신청 후 “번호이동 제한기간”이라는 응답을 받은 후 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주민번호 뒷 7자리를
반드시 가려주세요.

미 성 년

* 미성년의 경우
1. 등본과 신청서하단에 성명을 적으신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을 같이 보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인정
2. 신청서 하단에 법정대리인의 성향을 적고 사인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인 명의인의 이름이 기재하시면
제한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미성년의 경우 서류미비가 많아서 제한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해 주세요

* 모든서류의 주민번호 뒷 7자리를 반드시 가려주세요.

신청 대리점 정보
1. 대리점에서 번호이동 시 : 필수기재 항목이므로 반드시 작성

통신회사명 : 번호이동 희망 통신사명, 대리점 담당자 성명과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필수 개재
2. 온라인(비대면) 상에서 번호이동 시
① 고객센터 상담이 이루어진 경우 : 고객센터의 전화번호와 상담사 성명을 기입
② 고객센터 상담이 어려운 경우 : 번호이동 희망 고객 정보(성명, 전화번호)를 기입
※ 온라인(비대면) 번호이동 시 신청서 제출 후 개통관련 문의는 이동 희망 통신사 고객센터로 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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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경우
1. 대표자가 신청하셨을 경우 신청서 성명 사인란에

대표자 성함을 적고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과 대표자 신분증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2. 법인의 실무자가 신청하셨을 경우 신청서 하단에
실무자 성함을 적고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과 실무자 신분증, 위임장 첨부해서
보내주세요.

* 모든서류의 주민번호 뒷 7자리를 반드시 가려주세요.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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