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접속 서비스 이용약관

(공용인터넷 서비스)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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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

니다)가 제공하는 네트워크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

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① 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국내 네트워크서비스에 적용합니다.

② 이용약관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www.samsungnetworks.co.kr)에 게시하는 등 기

타의 방법으로 이를 공지합니다.

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의 취지에 따라 적

용합니다.

④ 본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기본약관(이하

"기본약관"이라 합니다)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제 3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시합니다.

제 4조 (용어의 정의)이 약관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신청자 :회사의 네트워크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

2.이용자 :회사와 네트워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3.네트워크서비스 :고객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통신망의 원활한 구성에 필요한

통신회선을 제공하는 서비스

4.인터넷 :일반에게 접속이 공개된 공중 네트워크

5.인트라넷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특정 그룹내에 속한 사설 네트워크

6.설치변경 :동일한 네트워크서비스(제5조의 각항에 기술된 서비스)내에서

설치장소,사용규격 등을 변경하는 것

7.유동IP:인터넷 접속시 마다 통신사업자로부터 할당받아 사용하게 되는 IP

Address(특정되지 않은 IPAddress)

8.고정IP:통신사업자에게 신청하여 미리 할당받은 IPAddress(특정된 IPAddress)

9.공인IP: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으로부터 할당받은 IPAddress

10.해제 :서비스 개통 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1.해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12.스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13.불법스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

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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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서비스의 종류

제 5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공용인터넷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용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인터넷접속을 회사의 인터넷 거점과 동일 건물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구분 프라임 스카이 블루 레드 그린

속도 9.6Kbps~2Gbps

조건

장애접수 365일*24시간 365일*24시간
주중(월~금)

24시간

주중(월~금)

08~18시

주중(월~금)

08~18시

장애처리
시내 2시간 시외

4시간 이내

시내 3시간

시외 6시간 이내

시내외 8시간

이내

시내외 12시간

이내

시내외 24시간

이내

장애통보 전화,이메일 전화,이메일 이메일 미통보 미통보

가동률 99.99% 99.9% 99.8% 99.7% 99.6%

년평균수리

시간(MTTR)

보장

4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24시간

공인IP

제공
128개 이상 128개 이하 64개 이하 32개 이하 32개 이하

IP필터링

제공
20개 10개 5개 미제공 미제공

MRTG 제공 제공 제공 미제공 미제공

제3장 이용신청 및 승낙

제 6조 (이용계약 성립 및 회사의 의무)

① 이용계약은 신청자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의 이용승낙이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배포하지 않습니다.다만,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이용계약의 단위)

회선에 의한 이용계약은 1회선 단위로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다만,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2회선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 8조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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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

만 신청자가 다수의 회선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한 장의 서비스이용신

청서에 첨부 형태로 다수의 회선서비스를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1.서비스이용신청서(소정서식)

2.요금납입책임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고 공

동 이용할 자가 연서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이때 그 대표자는 요금납입책임자

가 됩니다.

③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고자 하거나 그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상호접속 신청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⑤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정보변경시 지체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제3

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⑦ 이용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

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⑧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9조 (이용신청의 승낙)

회사는 서비스이용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낙여부를 알려드리며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1.서비스 개통예정일

2.요금등에 관한 사항

3.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4.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0조 (이용신청의 불승낙과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

며 해당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1.타인의 명의로 신청하였을 때

2.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였을 때

3.설치장소에 신청한 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한 때

4.접속하고자 하는 설비에 회사의 서비스 접속이 불가능한 때

5.서비스 제공을 위한 설비의 여유가 없을 때

6.제20조에?의하여?회사로부터?‘이용자’?자격을?상실한?적이?있는?경우.?

다만,?동?자격?상실?이후?1년?이상?경과한?자는?예외로?합니다.



- 4 -

7.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의 명의사용 등 필수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오

기하여 신청한 경우

제4장 개통 및 유지보수

제 11조 (서비스의 개통)

①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지정한 개통예정일에 개통합니다.이 경우 회사는 서비스

개통예정일 전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단말기기 상호간의 안정성,신뢰성 및 호환성

을 확보합니다.

② 이용자와 협의가 곤란한 때에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용신

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개통합니다.

③ 이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개통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통 예정일 7일전

까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개통 예정일 또는 이용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개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개통일을 다시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12조 (서비스의 운용점검)

회사는 이용자가 설치한 단말기기등 전기통신기자재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지 여부 및 운용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개통 후에 운용점검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서비스 개시)

이용자와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서비스 개통일을 서비스 개시일로 하며 그 날로부터

요금을 부과합니다.

제 14조 (단말기기 등의 유지 및 보수)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와 접속하는 이용자측 단말기기 등의 전기통신설비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 및 회사가 정하는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설치 및 유지,

보수하여야 합니다.

제 15조 (장애신고 및 처리)

이용자는 서비스에 장애가 있을 때 이용자측 설비에 장애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회사

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처리한 경우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5장 서비스 이용의 제한

제 16조 (이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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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7조 (서비스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철거,변경 또는 분해한 경우

2.회사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다른 전기통신설비를 연결한 경우

3.요금납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

지를 요청하는 경우

5. 대량으로 스팸 전송 등의 유해트래픽 발생으로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웜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7.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

하여 서비스제공 중지일의 7일전까지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다만,사전에 이용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선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재고지하거나 홈페이

지 공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의 서비스제공중지 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이용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 후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고객은 스팸 등의 유해트래픽 발생으로 이용정

지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제공 중지사유가 없어지면 그 즉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제 6장 계약의 변경 등

제 18조 (계약의 변경)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사항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

는 이용계약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2.설치장소의 변경

3.서비스의 변경

② 이용계약기간 만료이전에 계약기간을 축소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만료전 해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용기간동안 장기계약할인을 받은 금액을 중도해지료로 부과합니다.

단,축소 변경된 계약기간의 잔여 기간동안은 축소 변경된 계약기간의 장기계약할인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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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이용자 지위승계)

① 상속,합병,분할,영업양수 등으로 이용자의 지위승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

련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요금

납입을 책임질 수 있는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지위승계신고시 대표자선정신고서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이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제 20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용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회선서

비스의 계약기간만료로 이용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요금납기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제 10조에 해당하는 신청임이 확인된 때

3.이용자가 부당한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의 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통신

을 매개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 규정에 의한 운용점검을 거부 또는 방해한 때

5.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후 그 정지사유를 1월 이내에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당해년도

에 3회 이상 정지당한 때

6.이용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7.이용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8.이용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 등을 받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9.이용자가 파산,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10.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 등의 유해트래픽을 전송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1.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12.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제3자에게 임의로 해

당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계약이 중도에 변경,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만료전

해지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기계약할인을 받은 경우 사용기간동안 장기계약할인을

받은 부분을 중도해지료로 부과합니다.또한 회사가 이용자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특별

히 타사업자와의 계약을 한 경우로 이에 따른 위약금을 회사가 배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추가됩니다.

④ 이용자의 사정으로 신청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회선의 1개월 사용요금과 계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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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21조 (계약의 갱신)

정기이용계약 만료시 30일전까지 이용자로부터 계약종료 등의 의사가 표시가 없는 경우

이용자 또는 회사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까지 이전의 이용계약과 동일한 조건으

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 7장 요 금

제 22조 (요금의 종류)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납입하여야 할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

습니다.

1.개통비 :서비스 신규 및 변경 개통시 납입하는 요금

2.장치사용료 :회사로부터 DSU,모뎀 등 종단장치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경우에

납입하는 요금

3.사용료 :서비스 이용시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요금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요금표는 "별표"와 같습니다.

제 23조 (요금의 산정)

회사가 제공하는 공용인터넷 서비스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용인터넷 서비스는 속도에 따라 단일거리 기준으로 요금 산정

제 24조 (서비스요금의 납입청구)

① 회사는 이용자의 서비스요금을 요금납입일 1주전까지 이용자에게 발송합니다.

② 회사의 본 약관상의 요금은 세전 요금으로 요금의 납입청구시 관련 세금이 추가됩니

다.

제 25조 (요금의 납입의무)

① 요금의 납입책임자는 이용자가 됩니다.다만 공동 이용인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

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하며 요금은 요금납입책임자로 지정된 대표자에게 청구합니다.

② 요금납입책임자가 요금의 납입청구를 받은 때에는 회사가 지정한 일자에 회사가 지

정한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다만 납입일이 회사의 비영업일인 경우

에는 그 직후의 영업일에 납입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중지를 당한 경우에도 그 서비스

제공중지 기간중의 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26조 (요금등의 일할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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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의 이용으로 요금 등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요금월액을 요금월의 일수

로 나눈액을 일할로 계산합니다.

제 27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회사가 요금을 할인 및 감면하는 경우는 "별표"와 같으며,요금 납입 책임자별 및

회선서비스 종류별로 할인을 적용하며,할인 적용순서는 별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적용 합니다.

제 28조 (이의 신청)

① 납입청구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일로부터 6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상기항에 의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

수 후 10일 이내에 요금납입책임자에게 통지합니다.

제 29조 (과오납요금)

납입청구된 요금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차월 요금 청구시 이를 반영하여 처리합니다.

제 8장 손해배상 등

제 30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속 시내 2시간,시외 4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

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하는 사용료의 최저 3배 금

액을 기준으로 월사용료 범위내에서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불가항력 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을 익월사용료 청구시 차감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1.이용자와 협의하여 예정된 서비스의 중단인 경우

2.천재지변,전시상황,이용자 또는 제3자의 파업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

3.서비스 테스트 기간이나 이용자와 협의한 경우

제 31조 (관할법원)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해결합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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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시행일)이 제정약관은 2003년 5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개정약관은 2004년 3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개정약관은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개정약관은 2005년 8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개정약관은 2007년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개정약관은 2007년 9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이 개정약관은 2010년 1월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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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요 금 표

1.공용인터넷 서비스 접속 요금(보장속도 기준)

종 류
이용요금

프라임 스카이 블루 레드 그린

1,544Kbps 3,636,000 3,017,880 2,472,480 1,999,800 1,599,840

2,048Kbps 4,698,000 3,899,340 3,194,640 2,583,900 2,067,120

10Mbps 10,380,000 8,615,400 7,058,400 5,709,000 4,567,200

20Mbps 17,483,000 14,510,890 11,888,440 9,615,650 7,692,520

30Mbps 24,585,000 20,405,550 16,717,800 13,521,750 10,817,400

40Mbps 31,688,000 26,301,040 21,547,840 17,428,400 13,942,720

50Mbps 35,061,000 29,100,630 23,841,480 19,283,550 15,426,840

60Mbps 38,433,000 31,899,390 26,134,440 21,138,150 16,910,520

70Mbps 41,806,000 34,698,980 28,428,080 22,993,300 18,394,640

80Mbps 45,178,000 37,497,740 30,721,040 24,847,900 19,878,320

90Mbps 48,550,000 40,296,500 33,014,000 26,702,500 21,362,000

100Mbps 51,923,000 43,096,090 35,307,640 28,557,650 22,846,120

155Mbps 70,470,000 58,490,100 47,919,600 38,758,500 31,006,800

200Mbps 85,646,000 71,086,180 58,239,280 47,105,300 37,684,240

300Mbps 109,627,000 90,990,410 74,546,360 60,294,850 48,235,880

400Mbps 128,812,000 106,913,960 87,592,160 70,846,600 56,677,280

500Mbps 144,509,000 119,942,470 98,266,120 79,479,950 63,583,960

600Mbps 157,598,000 130,806,340 107,166,640 86,678,900 69,343,120

700Mbps 168,658,000 139,986,140 114,687,440 92,761,900 74,209,520

800Mbps 178,145,000 147,860,350 121,138,600 97,979,750 78,383,800

900Mbps 186,367,000 154,684,610 126,729,560 102,501,850 82,001,480

1Gbps 193,561,000 160,655,630 131,621,480 106,458,550 85,166,840

2Gbps 252,015,000 209,172,450 171,370,200 138,608,250 110,886,600

2.요금할인

가.장기 이용 할인 (단위:원,부가세별도)

계약기간 할인율 비고

2년 5% ? 매월 정액 청구 금액(장치

사용료 제외)을 기준으로 요금

납입 책임자 별로 적용

3년 8%

5년 12%

※ 5년 초과 계약시 할인율 별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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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공공기관,벤처/CP,중소기업 할인 (단위:원,부가세별도)

구분 할인율 비고

공공기관 50%
? 백업회선 할인 적용 불가

벤처 /CP 50%

중소기업 40% ?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 프라임만 해당

다.백업회선 할인 (단위:원,부가세별도)

구분 할인율 비고

백업회선 40%
? 공공기관,벤처/CP할인 적용

불가

※ 프라임,스카이만 해당

라.자동납부 할인 (단위:원,부가세별도)

구분 할인율 비고

자동납부 1%

? 자동납부를 이용하여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는 이용고객

? 단,자동납부고객이 미납하거나,자동납부를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