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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Customer Information)
여권 번호

고객명 / Name

저희를 어떻게 아셨나요?

(Passport #)

(Where did you find us?)

주소 /
Mailing Address
미국 휴대폰 번호

한국 도착하는 날짜/

사용기간

U.S Mobile #

Arriving date in Korea

(Days of Use)

이메일 / Email

한국 마지막 날짜 / date of leaving

❚ 서비스 선택(Please check your selections)
임대유형(Services)
심카드임대 신청시
기입정보
(Your Device Info)

요금제 선택
(Select Plan )
최대 각각 사용가능량
(Maximum use of
Voice or Data)
수령방법(Shipping)

착신전환 옵션
(Call Forwarding)

※사용기기와 통신사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기임대(Device Rental)

□ 심카드구매(SIM Buying) 심카드종류(size of SIM): □ Nano

사용전화기종(Phone Model):

□ Micro

□ Basic

기기언락(Unlock information)

사용통신사(Carrier):
□ $50

(일)days

□ 언락됨(Unlocked)

(15 days )

□

$90

□ 필요없음(No Need: only Verizon)

(30 days )

voice(min)

SMS

Data

voice(min)

SMS

Data(MB)

350 minutes

350 Units

6 GB

700 minutes

700 Units

12 GB

□ 배송 (USPS)

□ PICK-UP

□ subscription fee: $3 (usage:$0.10/min will be billed when return to USA)

※각 plan 은 사용가능량을 다 사용하거나 사용가능 일자가 지나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All the plans above means that the Maximum use of voice,
text message and data and after this usage the service will be disconnected. After the days of use allowed in the plan, the service will be
disconnected regardless of usage of the plan.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 심카드는 제출된 여권신청자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수 없습니다. In any case,
the applicant can only use this service and never allow using to anyone else. ※배송 비용은 청구서에 추가됩니다.: 심카드배송($6.75), Shipping
charges will be added at the cost of $6.75. ※고객님의 정보는 저희 회사 새로운 상품 안내시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I allow all of my
information here will be used for a new service guidance of the company. 어떠한 경우에도 심카드 대금은 환불이 안됩니다, in any case there is no
refund once the customer receive the SIM card.이 신청서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I agree all the information on this application.

고객명(Customer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date)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관리자 기재용 (for Internal Use only)
요금제

□ SIM □ Device

$

판매처

기기 임대료

$

사용회선 #

발송 우편비

$

착신전환용 #

반송 우편비

$

착신전환(Call F)

$

임대기기

10%

$

임대부품

총 선납금:

$

결제방법

□Check

$

S & H fee

Deposit:

□Cash

Memo

결제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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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 본 결제승인서는 고객의 결제카드 및 개인정보 누출의 우려가 없도록 사용 종료후 절취되어 고객님께 전달됩니다.



Credit Card Payment Authorization Form (Only for SIM/Phone rental or Call forwarding)
미반납 및 추가금 혹은 기타 관련 결제승인서(전화기 혹은 심카드 대여, 착신전환 옵션시에만)

계약자 본인______________________은 본인이 제공한 상기의 신청서 및 결제정보를 기준으로 약속된 반납일 이후 또는 이전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기기/심카드 의 파손, 고장, 분실 , 미반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렌탈폰이용 후 발생된 초과금, 연체료, 과태료, 사용중
플랜 추가신청 및 착신전환 사용료 등에 관련한 모든 추가 지급금의 지급을 아래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KT Connect Inc.
DBA K Rental Phone 에 사전 결재 승인을 합니다. 본 결재승인은 상기의 이유가 발생될때만 유효합니다.
The applicant ________________hereby authorizes KT Connect Inc. to charge on the following Credit card for any additional $ amount
according to the terms and conditions agreed in this application signed by the applicant including prepayment for extending
service, overage, penalty, damage etc.
❚ 결제정보 I Billing Information
카드명의

카드종류(Card)

Card Holder Name

□ Visa □ Master □ Amex

주소
Billing Address
결제카드번호
Card Number
유효기간 (월/년)
Expiration (mm/yy)

/

Security Code
* 카드뒷면 3 자리번호

※결제카드 및 신분증 앞뒷면의 사본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provide us a copy of Photo ID and a copy of front and back of the credit card)

승인일/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자서명/Card Holder’s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