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의 단말기에 해외 선불심카드를 사용하는 상품의 특성 상 개통,충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교환,환불이 불가한 상품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서비스 장애 및 문의 

유심스토어는 해외 이동통신사의 선불심카드를 판매 대행하는 곳으로 이용 시 발생하는 장애 및 Claim 의 경우 

구입한 심카드를 제공한 현지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며, 이용중인 단말기와의 호환성 등에 관한 문제는

단말기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직접 문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Vodafone 고객센터 : 191 + Send (또는 078-3619-1191 + Send)

2. 단말기 컨트리락 (방문국가 사용 가능여부) 해제 확인 및 유심카드 종류(일반,마이크로유심)

이용 통신사 혹은 단말기 제조사를 통해 사전 확인을 하시길 바라며, 컨트리락 미해제 및 단말기 설정/스펙상의 문제로

인한 미 사용 및 일부 기능 제한 등의 문제는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을 사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개통(Activation) 방법

Vodafone SIM Card 는 사전 개통되어 발송되며, 전화번호는 심카드가 위취한 상단에 기재된 번호입니다. 

※ 본 상품은 국내에서도 SKT 또는 KT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 심카드로 국내에서 이용 시 비싼 로밍요금이 적용되어, 

  현지 도착 후 잔액소진으로 이용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통화 방법

1) 방문국 내 통화방법 (방문국가 -> 방문국가)

지역번호 + 전화번호 + Send (또는 휴대폰번호 + Send)

2) 국제전화 통화방법 (한국 -> 한국) 

 국제전화접속번호("+" 또는 00) + 국가번호(82) + 유선전화 또는 휴대폰번호(앞 0 제외) + Send

※ 국제전화옵션(가입무료) : 36888 + Send (또는 문자메시지창에 INTERNATIONAL 입력 후 2345 로 전송)

 - 국제전화 이용 시 반드시 무료옵션을 가입 후 이용하셔야만 당사 홈페이지에 공지된 요율로 적용됩니다. 

※ "+" 버튼의 경우 숫자 0 버튼을 길게 누르면 화면에 표기됩니다. 

3) 전화 수신방법 (한국 -> 영국)

국제전화접속번호(001, 00700 등) + 영국국가번호(44) + 고객 휴대폰번호(앞 0 제외) + Send

※ 잔액확인방법 : *#1345# + Send ㅣ 충전방법 : *#1345*Top-up Code# + Send (또는 구입한 충전카드 뒷면 충전방법 참조)

3. 옵션상품가입안내 (사전 충전된 금액이 옵션 이용금액보다 많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Freedom 상품 

이용금액 유효기간 무료이용내역

￡10 Freedom 30일  영국 내 음성 100분, 문자(SMS) 300건, DATA 50MB 무료제공

￡15 Freedom 30일  영국 내 음성 200분, 문자(SMS) 600건, DATA 100MB 무료제공

￡20 Freedom 30일  영국 내 음성 300분, 문자(SMS) 3000건, DATA 500MB 무료제공

신청방법  Vodafone 단말기에서 4354 + Send (옵션선택)

2) Web Pack 상품

이용금액 유효기간 무료이용내역

￡5 30일  무료 250MB 제공

신청방법  2345 + Send 또는 문자메시지창에 WEB1 입력 후 2345 로 전송

4. 데이터 설정방법 안내 

현지 도착 후 데이터가 안되는 경우에만 아래의 내용을 확인 후 APN(엑세스포인트이름) 설정 확인을 합니다. 

이름 : vodafone internet / APN : pp.vodafone.co.uk

1) 안드로이드 단말기 

- 설정 > 무선 및 네트워크 > 모바일네트워크 > APN(엑세스포인트이름) > 메뉴버튼 > 새 APN값 > APN 

2) 아이폰 

- Wi-Fi 연결 후 www.unlockit.co.nz 에 연결 > APN Changer 실행 > Continue 선택 > Custom APN 선택 >

 Country (영국선택) > Carrier (Vodafone 선택) > Create Profile > 어플설치

※ 아이폰의 경우 상기와 같이 설정 후 데이터가 안되는 경우 셀룰라데이터 항목에서 수동설정하셔도 무방합니다. 

       해외 선불 심카드는

영국(VodaF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