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샤오미 택배 수리 의뢰서 

고객정보 

* 수리의뢰자명: * 이동전화번호 : 

* 수리비 관련 안내 받을 연락처 :  

* 택배수령 주소 : 

제품 정보 

* 제품명: 

* 모델명: 

* 구입일자 : 

* 일련번호 : 

고장 증상 

(고객의 소리) 

 

구성품 
*작성요망 

※  고객님이 요청 하신 제품의 AS 및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처리는 제품 제조사 샤오미 를 통해 서비스대행업무를 위탁 

받아 진행 하고 있습니다. 

(필수)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여부 

단말기 AS 접수 

상담 및 택배배송 

 수리 의뢰자명, 이동전화번호 

 수리비 관련 안내 받을 연락처 

 택배 수령 주소 

▷서비스 계약 해지시 까지 

(단, 여러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만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 

▷비용 및 서비스 관련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결시 까지   

▷법령에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  

▷지류(수리의뢰서)는 3개월 보유  

□ 동의함 

 

□ 동의안함 단말기 수리 시  

필요한 정보 

 제품명, 일련 번호 (S / N) 

구입 날짜, 고장 증상 

※ 구매 영수증 및 증빙서류 

※  AS 업무 처리를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해 주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필수)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 

수탁사  수탁범위 (수집/이용목적) 동의 여부 

SK네트웍스서비스 단말기 AS 업무 처리 
□ 동의함 

□ 동의안함 

※ AS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해 주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 위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 :                서명  (Signature) 

<고객 유의사항> 

1. 유, 무상 수리의 판단은 A/S센터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 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제품에 대한 유상수리를 판단을 합니다. 

2. 서비스 이용 시 고객정보(연락처 등)를 미 기재 또는 오기재할 경우 A/S업무가 지연되거나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3. 의뢰 된 제품은 테스트 및 수리 과정 중 보호 필름 등이 손실 될 수 있으며, 센터에서는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취급 위탁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 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고객명 :                서명  (Signature) 



Xiaomi Delivery Repair Request 

Customer 

Information 

* Name of repair requester : * Mobile Phone Number : 

* Contact to receive repair costs : 

* Delivery address : 

product 

information 

* product name: 

* model name: 

* Date of Purchase: 

* Serial Number : 

Failure 

symptoms 

 

Components 
* Please fill out 

※ The service such as after-sales service service and customer service requested by the customer are entrusted with 

service agency through Xiaomi, a product manufacturer. 

(Required) Consent to Collection / Use of Personal Information 

Purpose category Retention period Consent 

AS reception and 

courier delivery 

of products 

 Name of repair requester, 

mobile phone number 

  Contact Information for Repair 

Fees Courier Receipt Address 

▷ until service termination 

(Unless you canceled for some services if you 

subscribed to multiple services) 

▷ If disputes over costs and services 

continue, 

▷ In case prescribed by law 

▷ Take in paper for 3 months 

□ Agree 

□ Do not 

agree 
When repairing 

the terminal 

Information 

needed 

Product name, S/NPurchase date, 

symptom of failure 

※ Purchase receipt and 

documentation 

※ As it is the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for AS service processing, you must use consent before you can use the service. 

(Requirement) Consent on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Trustee   Storage scope (collection/use purpose) Consent 

SK Networks Service AS business process of the product 
□ Agree 

□ Do not agree 

※ As it is the minimum personal information for AS service processing, you must use consent before you can use the service. 

I understand and agree to the above descriptions regarding the collection / use and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20    year   month   day.      Customer Name:          (Signature) 

<Customer Notice> 

1. The A/S center can determine the condition of the product before making a decision on free of repair.- 
Based on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criteria (the Fair Trade Commission Notice) by item, the products 
are judged to be paid. 

2. If customer information (contacts, etc.) is not registered or registered when using the service, A/S 
operation is delayed or processed It may not work. 

3. The requested product may lose protective film etc. during the test and repair process and the Center is 
not responsible for the loss. 

I understand and agree to the above expla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ion/use and consignment. 

                                              20    year   month   day.      Customer Name: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