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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Customer Information)
저희를 어떻게 아셨나요?

고객 명/SIM card user Legal name

(Where did you find us?)

주소 /
Mailing Address
미국 휴대폰 번호

한국 도착하는 예상 날짜/

U.S Mobile #

Arriving date in Korea estimated

이메일 / Email address

❚ 서비스 선택(Please check your selections)
상품유형(Services)
전화기 정보

※사용기기와 통신사를 정확히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기임대(Device Rental)

□ 심카드구매(SIM Buying)

사용전화기종(Phone/device Model):

기기언락(Unlock information)

(Your Device Info to
use our SIM card)

요금제 선택
(Select Plan )
요금제 내용
(Plan details)
수령방법(Shipping)

사용통신사(US Carrier name):
□ $50

(15 days )

□ 언락됨(Unlocked)

□

$90

(30 days )

□

$135

( 45 days )

한국내에서 전화통화, LTE data, 문자 모두 무제한(Call, Text and LTE Data unlimited in Korea)
미국으로 무료 국제전화 100 분 포함(Call from Korea to USA for 100 minutes for Free included, User
manual will explain in detail on how to make calls from Korea to USA)
□ 배송 (Shipping)

□ PICK-UP

□ 미국전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한국에서 받으시려면 $3 내시면 100 분 무료로 받으십니다.
착신전환 옵션
(Call Forwarding)

- 100 분 초과사용하시면 분당 10 센트씩 사용하신 만큼 미국 돌아오셔서 내시면 되십니다.
(If you want to receive calls to your USA phone number, $3 for 100 minutes for Free and you will need to
pay Overage at 10 cents per minutes when you would come back to USA, we will invoice you.)

※각 plan 은 사용가능 일자가 지나면 자동으로 끊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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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할 경우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돌아갑니다. In any case, the applicant can only use this service and never allow using to anyone else, if this case happen,
the applicant should take all the responsibilities. ※배송은 USPS Priority mail 로 보내드리며, 비용은 청구서에 추가됩니다, Shipping charges by USPS
Priority mail will be added on your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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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motion of the company. ※ 기기임대의 경우 빌려가신 전화기 분실시 $150 을 내셔야 합니다. In
case of Phone rental, if you cannot return the phone, you need to pay us for $150 instead of phone return. 어떠한 경우에도 심카드 대금은 환불이
안됩니다, in any case there is no refund once the customer receive the SIM card.이 신청서에 서명함으로써 모든 내용에 동의합니다. I agree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on this application by signing on this application.

고객명(Customer name)_________________________ 일자(date)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

랜 탈 폰 신 청 서(Application for Korean SIM card)

l

Page 2 of 2

Credit Card Payment Authorization Form
계약자 본인______________________은 본인이 제공한 하고 Sign 한 상기의 신청서에 선택한 가격에 대해,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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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A K Rental Phone to charge on the following Credit card for the
cost of the SIM card buying selected on the applicati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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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일/Date :_________________________

Security Code
* 카드뒷면 3 자리번호

계약자서명/Card Holder’s Signature: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