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DMA 자동로밍 서비스

�T� �r�o�a�m�i�n�g� 자동로밍�0�1



�T� �r�o�a�m�i�n�g� 자동로밍�0�2



�T� �r�o�a�m�i�n�g� 자동로밍�0�3



WCDMA/GSM 자동로밍 서비스

�T� �r�o�a�m�i�n�g� 자동로밍�0�4



�T� �r�o�a�m�i�n�g� 자동로밍�0�5

WCDMA/GSM 자동로밍통화요금및데이터로밍요금

로밍국가 문자메시지
(SMS)

데이터로밍
(0.5KB)

서비스
전화 걸기

방문국 내 방문국 ▶ 전세계
로밍국가

전화 받기

* 통화요금: 분당 요금, VAT 별도 * 데이터 요금: 0.5KB당 요금, 정보이용료 별도

KT LGU+ 온세통신 SK브로드밴드 SK텔링크
서비스

괌 150 4.55 음성 800 1,400

그리스
300 4.55 음성 450 950

영상 550 1,050

뉴질랜드
300 4.55 음성 850 3,600

영상 850 3,600

독일
300 4.55 음성 800 2,000

영상 1,700 3,750

말레이시아
150 4.55 음성 200 1,800

영상 850 4,250
미국 150 4.55 음성 1,100 2,200
베트남 150 4.55 음성 300 900
사이판 150 4.55 음성 800 1,400

스위스
300 4.55 음성 650 2,450

영상 800 2,450

스페인
300 4.55 음성 650 2,300

영상 1,250 4,750

싱가포르
150 4.55 음성 250 1,100

영상 750 2,850

영국
300 4.55 음성 550 2,650

영상 2,250 2,650

이탈리아
300 4.55 음성 900 3,000

영상 2,100 4,900
인도 150 4.55 음성 1,500 2,850

인도네시아
150 4.55 음성 450 3,000

영상 700 3,650

일본
150 4.55 음성 500 1,200

영상 950 1,850

중국
150 4.55 음성 700 2,000

영상 2,000 4,500
캄보디아 150 4.55 음성 850 2,500
캐나다 150 4.55 음성 1,300 2,100
태국 150 4.55 음성 750 1,600
터키 300 4.55 음성 600 2,200

프랑스
300 4.55 음성 800 2,200

영상 1,100 3,950

필리핀
150 4.55 음성 300 1,900

영상 300 2,300

호주
300 4.55 음성 650 2,300

영상 700 2,300

홍콩
150 4.55 음성 350 1,700

영상 800 2,850

괌 음성 1,154 1,154 1,133 1,124 1,202

그리스
음성 420 420 399 390 600

826,2상영

뉴질랜드
음성 354 354 333 324 402

690,3상영

독일
음성 270 270 256 252 336

088,2상영

말레이시아
음성 732 738 711 702 780

892,2상영
미국 음성 1,205 1,208 1,202 1,199 1,214
베트남 음성 627 660 621 612 714
사이판 음성 980 980 973 968 1,004

스위스
음성 330 330 309 300 372

469,2상영

스페인
음성 330 330 309 300 372

469,2상영

싱가포르
음성 586 586 565 556 634

073,2상영

영국
음성 300 318 297 294 342

847,2상영

이탈리아
음성 252 252 238 234 342

005,1상영
인도 음성 3,028 3,034 2,824 2,812 3,130

인도네시아
음성 732 738 711 702 780

805,1상영

일본
음성 216 222 209 204 240

068,1상영

중국
음성 1,090 1,102 1,080 1,072 1,132

881,3상영
캄보디아 음성 1,718 1,724 1,424 1,412 1,790
캐나다 음성 1,348 1,348 1,335 1,330 1,372
태국 음성 1,008 1,008 994 990 1,038
터키 음성 258 258 243 240 288

프랑스
음성 252 252 238 234 342

005,1상영

필리핀
음성 732 738 711 702 780

854,1상영

호주
음성 330 330 309 300 372

074,1상영

홍콩
음성 650 668 647 644 686

045,2상영



�T� �r�o�a�m�i�n�g� 자동로밍�0�6

수동설정이란? 

해외 로밍 중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직접 원하는 통신 사업자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일부 요금제의 경우 SKT 제휴 사업자 망을 설정해야만 할인혜택이 적용되며, 타사망을 잡을 경

우엔 데이터로밍 사용이 제한됩니다. 휴대폰 특성에 따라 망이 변경 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망

설정 시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서비스 T로밍 확인 수동선택 사업자선택 확인

T로밍 요금제 이용 방법

사업자 수동설정 방법

•스마트폰 : 메인메뉴 T서비스 T로밍 시스템선택 (확인) 수동선택 지정된 망 선택

•아 이 폰 : 설정 네트워크사업자 자동 지정된 망 선택

•일 반 폰 : 메뉴 T서비스 1. 글로벌 로밍 1. 시스템선택 (확인) 2. 수동선택

지정된 망 선택

개시일 (또는 원패스 사용일) 전원 ON, OFF 시도Step 1

Step 2

Step 3

Step 4

요금제 할인망 설정 후 데이터로밍 켜기!

안심하고 로밍 이용하기

데이터로밍 불가시 SKT 제휴사업자 망 설정 하기

Step 5 한국 귀국 후 네트워크설정을 자동으로 재변경하기

T로밍요금제이용방법데이터로밍 설정 방법

해외에서는 국내 요금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데이터 로밍 사용을 원하실 경우엔 단

말기 내 데이터로밍 사용여부를“허용” , 원하지 않을 경우엔“차단” 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차단시 e-m ail, 모바일메신져 등의 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 해외 여행중 인터넷 사용을 하지 않는 고객님에게 추천드립니다.

- “ 데이터로밍무조건차단”무료 부가서비스를 가입하시면 로밍 시 단말기 설정여부와 상관

없이 데이터로밍이 차단됩니다.

- '데이터로밍 무조건 차단' 서비스 이용시에도 MMS, SMS 수신은 무료로 가능 합니다.

- 가입문의 : T로밍 고객센터 or 공항, 항만 로밍센터

※스마트폰설정방법

데이터로밍 이용 함

데이터로밍 이용 안함

※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

해외에서 스마트 폰을 켤때마다

주의 팝업창이 나타나며 데이터

사용여부에 대한 설정이 필요합니다.

※ 안드로이드 OS의 차단설정 예※ 아이폰의 끔 예

허용(설정) 차단(해제)

첫째 !! 단말기설정방법

둘째 !! 데이터로밍전산차단

•스마트폰 : 메인메뉴 환경설정 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네트워크 데이터로밍-차단해제또는설정

•아 이 폰 : 설정 일반 네트워크 데이터로밍 - 끔 또는 켬

- 해외 여행 중 인터넷 사용량이 적은 고객님께 추천 드립니다.

- 불필요한 데이터로밍 요금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사용시에만 데이터를

“ 허용(설정)”하여 사용해주시고, 그 외에는“ 차단(해제)”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성, SMS, 데이터 로밍을 기본 요율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SKT만의 특별한 서비스 입니다.

현재 아시아,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에
걸쳐 전 세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T로밍 요금제란?

서비스� 개요

요금제� 이용� 시� 유의사항

기본요금요금제명 사용기간무료통화

�T로밍데이터� 
무제한� �O�n�e� �P�a�s�s

�1�2�,�0�0�0원
데이터
무제한

�1일

특이사항

T로밍 데이터 One Pass

◎� 사용시� 유의사항

◎� 요금관련� 유의사항

◎� 가입�/해지� 유의사항� 

서비스� 개시일자� 지정이� 필요� 없으며�,� 데이터로밍� �1회� 이상� 이용� 시� 데이터무제한�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해당요금제는� 자동� 해지� 되지� 않으며�,� 다음� 출국� 시� 이용을� 원치� 않으시면� 별도� 해지� 신청
하셔야� 합니다�.� 
해당요금제는� 현지시간� 기준� �0시� 부터� �2�4시� 까지를� �1일로� 계산합니다�.� 단�,� 현지시간� 기준� 인도의� 
경우� �0�0�:�3�0�~익일� �0�0�:�3�0� 적용됩니다�.� �(�2�0�1�1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T로밍데이터� �O�n�e� �P�a�s�s� 제공� 국가� 내에서� 할인이� 적용되는� 기타� 데이터로밍요금제와� 중복가입� 
불가합니다�.� 

데이터� 로밍� �1회� 이상� 이용한� 경우� 기본요금� 전액� 과금� 됩니다�.� �(단�,� 사용내역이� 없을� 경우� 비과금�)� 
무료통화� 혜택� 잔여분에� 대해서는� 이월�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무료무료혜택� 비� 적용� 시�,� 데이터� 이용요금이� 발생되면� 접속� 종료� 후� 요금고지� 문자가� 발송됩니다�.� 
�(단�,� 데이터� 서비스� 이용중에는� 발송되지� 않음� –� 통보단위� �1�/�3�/�5�~만원�)
무료혜택� 비� 적용시�,� 데이터� 이용�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데이터�0�.�5�K�B� 당� �4�.�5�5원�)

데이터� 이용일수� 만큼� 계산하여� 과금
국가별� 할인이통사� 망으로� 수동설정� 필요

아시아�/미주�/유럽�/남아프리카�/오세아니아의� 총� �5�0개국� 어디에서나� �1일� �1�2�,�0�0�0원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여행지에� 도착시� 반드시� 지정된� 해외이통사� 망으로� 수동설정�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통화� 혜택은� 데이터로밍� 통화료에만� 해당됩니다�.� �(음성�,� �S�M�S�,� 정보이용료� 미포함�)
�e�-�m�a�i�l�,� 모바일메신져�,� 증권�,� 날씨�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는� 데이터로밍에� 포함됩니다�.
요금제� 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사업자� 망으로� 설정� 되어야� 하며�,� 타사망을� 잡을� 경우� � 
데이터로밍�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한� 됩니다�.
�1일� �2개국� 이상� 사용시에도� �1일� 기본요금�(�1�2�,�0�0�0원�)이� 부과� 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로� 인한� 데이터� 무제한� 이용을� 원치� 않는� 날에는� 
휴대폰에서� 데이터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단말기� 설정방법� 참고� �P�9�)

구분

국가별� 지정된� 해외� 이통사� 명

국가 지정� 이통사망 수동� 설정� 시� 화면에� 표시되는� 사업자명

일본

아시아
�(�1�5개국�)

미주
�(�3개국�)

유럽
�(�2�7개국�)

오세아니아
�(�2개국�)

�S�o�f�t�b�a�n�k �S�o�f�t�b�a�n�k�,� �J�P� �V�o�d�a�f�o�n�e

중국 �C�h�i�n�a� �U�n�i�c�o�m �C�h�i�n�a� �U�n�i�c�o�m�,� �C�U�-�G�S�M

싱가포르 �S�i�n�g�T�e�l �S�i�n�g�T�e�l�,� �G�9�,� �5�2�5� �0�1�,� �5�2�5� �0�2

홍콩 �C�S�L �C�S�L�,� �H�K� �C�S�L�,� �C�&�W� �H�K� �T�e�l�e�c�o�m�,� �4�5�4� �0�0

태국 �A�I�S �A�I�S�,� �T�H� �G�S�M�,� �5�2�0� �0�1

인도네시아 �T�e�l�k�o�m�s�e�l �T�e�l�k�o�m�s�e�l�,� �I�N�D� �T�E�L�K�O�M�S�E�L�,� �T�s�e�l�,� �5�1�0� �1�0

말레이시아 �M�a�x�i�s �M�a�x�i�s�,� �M�Y� �M�a�x�i�s�,� �M�Y� �0�1�2�,� �5�0�2� �1�2

마카오 �C�T�M �C�T�M�,� �4�5�5� �0�1

필리핀 �G�l�o�b�e �G�l�o�b�e�,� �G�l�o�b�e� �P�H�,� �P�H� �G�l�o�b�e�,� �5�1�5� �0�2

인도 �B�h�a�r�t�i� �A�i�r�t�e�l �A�i�r�t�e�l�,� �B�h�a�r�t�i� �A�i�r�t�e�l�,� �4�0�4� �0�2� 또는
�(�4�0�4� �0�3�,�1�0�,�3�1�,�4�0�,�4�5�,�4�9�,�7�0�,�9�0�,�9�5�,�9�6�,�9�7�,�9�8�)

대만 �T�a�i�w�a�n� �M�o�b�i�l�e �T�a�i�w�a�n� �M�o�b�i�l�e�,� �T�W� �M�o�b�i�l�e�,� �T�W�N� �G�S�M� �1�8�0�0�,� 
�T�W�N� �9�7�,� �4�6�6� �9�7� 

베트남 �V�i�e�t�t�e�l �V�i�e�t�t�e�l

카자흐스탄 �K’�C�e�l�l �K’�C�e�l�l�,� �4�0�1� �0�2

캄보디아� �S�m�a�r�t� �M�o�b�i�l�e �S�m�a�r�t�,� �L�a�t�e�l�z�,� �4�5�6� �0�6

괌 �P�u�l�s�e� �M�o�b�i�l�e �P�u�l�s�e� �M�o�b�i�l�e�,� �3�1�0� �1�4�0� 

미국 �A�T�&�T �A�T�&�T�,� �C�i�n�g�u�l�a�r�,� �3�1�0� �1�5�0�,� �3�1�0� �1�7�0�,� �3�1�0� �3�8�0�,� 
�3�1�0� �4�1�0

캐나다 �R�o�g�e�r�s �R�o�g�e�r�s�,� �3�0�2� �7�2�0�,� �3�0�2� �3�7�0

멕시코 �T�e�l�c�e�l �T�e�l�c�e�l�,� �3�3�4� �0�2�0

호주 �O�p�t�u�s �O�p�t�u�s

뉴질랜드 �V�o�d�a�f�o�n�e� �N�e�w�z�e�a�l�l�a�n�d �V�o�d�a�f�o�n�e� �N�Z�,� �5�3�0� �0�1

영국 �V�o�d�a�f�o�n�e� �U�K �V�o�d�a�f�o�n�e� �U�K�,� �2�3�4� �1�5� 

독일 �V�o�d�a�f�o�n�e� �D�2� �V�o�d�a�f�o�n�e� �D�2�,� �V�o�d�a�f�o�n�e�.�d�e�,� �2�6�2� �0�2� 

이탈리아 �V�o�d�a�f�o�n�e� �O�m�n�i�t�e�l� �V�o�d�a�f�o�n�e� �I�T�,� �2�2�2� �1�0� 

스페인 �V�o�d�a�f�o�n�e� �S�p�a�i�n� �V�o�d�a�f�o�n�e� �E�S�,� �2�1�4� �0�1� 

터키 �V�o�d�a�f�o�n�e� �T�e�l�s�i�m� �V�O�D�A�F�O�N�E� �T�R�,� �2�8�6� �0�2� 

네덜란드 �V�o�d�a�f�o�n�e� �N�e�t�h�e�r�l�a�n�d�s� �V�o�d�a�f�o�n�e� �N�L�,� �2�0�4� �0�4� 

포르투갈 �V�o�d�a�f�o�n�e� �P�o�r�t�u�g�a�l� �V�o�d�a�f�o�n�e� �P�,� �2�6�8� �0�1� 

헝가리 �V�o�d�a�f�o�n�e� �H�u�n�g�a�r�y� �V�o�d�a�f�o�n�e� �H�U�,� �2�1�6� �7�0� 

체코 �V�o�d�a�f�o�n�e� �C�z�e�c�h� �V�o�d�a�f�o�n�e� �C�Z�,� �2�3�0� �0�3� 

아일랜드 �V�o�d�a�f�o�n�e� �I�r�e�l�a�n�d� �V�o�d�a�f�o�n�e� �I�E�,� �2�7�2� �0�1� 

프랑스 �O�r�a�n�g�e� �O�r�a�n�g�e�,� �2�0�8� �0�1� 

스위스 �S�w�i�s�s�c�o�m� �S�w�i�s�s�c�o�m�,� �2�2�8� �0�1� 

노르웨이 �T�e�l�e�n�o�r� �N�o�r�g�e �T�e�l�e�n�o�r�,� �2�4�2� �0�1

스웨덴 �T�e�l�e�n�o�r� �S�v�e�r�i�g�e �T�e�l�n�o�r� �S�E�,�2�4�0� �0�8

덴마크 �T�e�l�e�n�o�r� �A�S �T�e�l�e�n�o�r� �D�K�(�S�o�n�o�f�o�n�)�,� �2�3�8� �0�2�,� �2�3�8� �7�7

벨기에 �B�e�l�g�a�c�o�m� �S�A �P�r�o�x�i�,� �B�e�l� �P�r�o�x�i�m�u�s�,� �2�0�6� �0�1

폴란드 �P�o�l�k�o�m�t�e�l �P�l�u�s�(�P�o�l�k�o�m�t�e�l�)�,� �2�6�0� �0�1

슬로베니아 �S�i�.�m�o�b�i�l �S�i�.�m�o�b�i�l�,� �2�9�3� �4�0

리히텐슈타인 �M�o�b�i�l�k�o�m� �L�i�e�c�h�t�e�n�s�t�e�i�n �F�L�1�(�M�o�b�i�l�k�o�m�)� �,�2�9�5� �0�5

핀란드 �T�e�l�i�a�s�o�n�e�r�a� �F�i�n�l�a�n�d �F�I� �S�o�n�e�r�a�(�S�o�n�e�r�a�)�,�2�4�4� �9�1

오스트리아 �A�1� �T�e�l�e�k�o�m� �A�u�s�t�r�i�a �A�1�,� �2�3�2� �0�1

불가리아 �M�o�b�i�l�t�e�l� �E�A�D �M�o�b�i�l�t�e�l�(�M�-�T�e�l�)�,�2�8�4� �0�1

크로아티아 �V�i�P�n�e�t �H�R� �V�I�P� �(�V�I�P�)�,� �2�1�9� �1�0

슬로바키아 �T�e�l�e�f�o�n�i�c�a� �S�l�o�v�a�k�i�a �O�2�-�S�K�(�T�e�l�e�f�o�n�i�c�a�)�,� �2�3�1� �0�6

에스토니아 �A�S� �E�M�T �E�M�T�(�E�E� �E�M�T�)�,� �2�4�8� �0�1
러시아 �M�T�S �M�T�S�(�M�T�S�-�R�U�S�)�,� �2�5�0� �0�1

중동
�(�2개국�)

아프리카� �(�1개국�)

룩셈부르크� �T�a�n�g�o� �M�o�b�i�l�e� �S�A �T�A�N�G�O�,� �2�7�0� �7�7

사우디아라비아 �E�.�E�t�i�s�a�l�a�t�/�M�o�b�i�l�y �m�o�b�i�l�y�-�K�S�A�,� �m�o�b�i�l�y�,� �4�2�0� �0�3

�U�A�E �E�t�i�s�a�l�a�t �E�t�i�s�a�l�a�t�/�4�2�4� �0�2

남아프리카� 공화국 �V�o�d�a�c�o�m� �G�r�o�u�p� �V�o�d�a�c�o�m�,� �6�5�5� �0�1� 

�T로밍� 데이터� 무제한� �O�n�e� �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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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무제한 요금제

요금제 내용

요금제

일본/중국/베트남/Bridge 데이터무제한 1

중국/베트남/Bridge 데이터무제한 3

중국/베트남/Bridge 데이터무제한 5

일본 데이터무제한 7

기본요금

12,000원

33,000원

48,000원

35,000원

무료통화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사용기간

1일

3일

5일

7일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용시유의사항
•무료통화 혜택은 데이터로밍 통화료에만 해당됩니다. (음성 , SMS, MMS, 정보이용료 미포함)
• e-mail, 모바일메신져, 증권, 날씨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는 데이터로밍에 포함됩니다. 

•요금제 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사업자 망으로 설정 되어야 하며, 타사망을 잡
을 경우 데이터 로밍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요금제 개시일 이전 스마트폰 재부팅을 권장해 드립니다.

◎요금관련유의사항
•데이터 로밍 1회 이상 이용하신 경우에는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됩니다.
•무료통화 혜택 잔여분에 대해서는 이월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무료 통화 및 사용기간 초과 시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 (데이터 0.5KB 당 4.55원)
•무료혜택 비 적용 시, 데이터 이용요금이 발생되면 접속 종료 후 요금고지 문자가 발송됩

니다. (단, 데이터 서비스 이용중에는 발송되지 않음 - 통보단위 : 1/3/5만원~)

◎가입/해지유의사항
•모든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는 가입 시 사용국가와 개시일자를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하며,

개시일 변경을 원할 경우 서비스 개시일 전 해지 후 재가입 할 수 있습니다.
• 요금제는 고객이 정한 개시일 0시 부터 24시까지 (현지시간 기준, 인도의 경우 00:30~익일

00:30 적용) 무료통화 혜택이 유효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해지 됩니다. 단, 당일 가입하고
당일을 개시일로 정할 경우 데이터무제한은 가입시간 이후 데이터 사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 호주, 인도네시아의 경우 각 국가 수도의 Time Zone을 기준 으로 하여 현지시간 00시~24시
요금제가 적용됩니다.

서비스 개요

•요금제 가입을 통해 지정된 국가에서 이용기간 동안 3G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요금제입니다. 

국가별 지정된 해외 이통사 명

•여행지에 도착 시 반드시 지정된 해외이통사 망으로 수동설정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정된 해외 이통사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는 사업자 명

일본 Softbank Softbank, Vodafone JP

중국 China Unicom China Unicom, CU-GSM

싱가포르 SingTel SingT el, SingTel G9, 525 01, 525 02

홍콩 CSL CSL, HK CSL, C&W HKTelecom, 454 00

태국 AIS AIS, TH GSM, 520 01

인도네시아 Telkomsel Telkomsel, IND TELKOMSEL, Tsel, 510 10

말레이시아 Maxis Maxis,  MY Maxis, MY 012, 502 12

호주 Optus Optus, Yes Optus, 505 02

마카오 CTM CTM, 455 01

필리핀 Globe Gl obe, Globe PH, PH Globe, 515 02

인도 Bharti Airtel Airtel, Bharti Airtel, 404 02, 404 03, 404 10, 
404 31, 404 40, 404 45, 404 49, 404 70, 
404 90, 404 92, 404 93, 404 94, 404 95, 
404 96, 404 97, 404 98

대만 Taiwan Mobile Taiwan Mobile, TW Mobile, TWN GSM 1800, 
TWN 97, 466 97

베트남 Viettel Viettel, 454, 04

※ 인도와태국의경우GPRS가탑재된WCDMA 핸드폰을가진고객만요금제가입및이용이가능합니다.

•Bridge 데이터무제한 (Bridge DataRoamUnlimited) 1/3/5 적용국가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마카오, 필리핀, 인도, 대만

※ 각 국가별로 요금제를 개별 신청해야 하며, 기본료도 각각 청구됩니다.

MEMO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용시유의사항

•무료통화 혜택은 음성발신, SMS발신, 데이터로밍 통화료에만 해당됩니다.

•음성 수신 / 영상 수발신 / MMS / 데이터 정보이용료는 무료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e-mail, 모바일메신져, 증권, 날씨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는 데이터로밍에 포함됩니다. 

•사용량, 소진시점 등에 대한 실시간 알림문자 발송이 불가합니다.

•요금제 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사업자 망으로 설정 되어야 하며, 타사망을 잡

을 경우 데이터 로밍 서비스가 자동으로 제한됩니다.

※ 여행지에 도착 시 반드시 지정된 해외이통사 망으로 수동설정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설정 방법 참고_p10)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요금관련유의사항
•서비스 가입 후 로밍 서비스(음성통화, SMS,데이터로밍) 1회이상 이용한 경우에는 기본

요금 전액이 청구되며, 로밍 서비스 이용이 없을 경우 기본료는 미청구 됩니다. 기본혜
택 잔여분에 대해서는 이월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사용기간 종료 전 해지하시더라도 기본요금은 일할 계산 되지 않습니다.
•올인원 요금제는 음성, SMS, 데이터 모두 적용되지만 무료통화 초과 이용 시 기존요율

이 적용됩니다.
•무료통화량을 확인하시려면 *T로밍 요금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해지유의사항

•중국, 일본에 제공되는 기타 로밍요금제와 중복가입 할 수 없습니다.

•CDMA 단말 이용고객은 WCDMA단말 임대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회선만 임대 가능

합니다.

•요금제는 고객이 정한 개시일 0시부터 24시까지(한국시간기준) 무료통화혜택이 유효하

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해지됩니다.

•서비스 사용기간 종료 전 해지하신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5일 또는 7

일) 경과 후 서비스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중국일본 올인원 요금제

서비스 개요

중국/일본 로밍 시 음성발신, SMS, 데이터 에 모두 무료통화가 제공되는 할인 형 정
액요금제 입니다.

구분

중국/일본 올인원 59

중국/일본 올인원 99

기본요금

59,000원

99,000원

사용기간

5일

7일

50분 50건

100분 100건
무제한

기본제공량

음성 문자 데이터

국가 지정된 해외 이통사 휴대폰 화면에 표시되는 사업자 명

일본 Softbank                      Softbank,  Vodafone Jp

중국 China Unicom China Unicom,  CU-GSM

Application 다운로드 방법

T로밍 요금계산기
아이콘

T로밍 요금계산기
QR코드

•T store “로밍” 조회 T로밍 요금계산기 다운로드

•Barcode Scanner 어플 실행 QR코드 스캔

Application 이용방법

•해외 로밍시 자동으로 고객님이 위치하신 로밍 국가가 설정됩니다.
•로밍 국가의 음성 / 영상 / SMS / Data 로밍 사용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로밍 예산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 도달 시 Pop-up 통보하여 드립니다.
•별도의 데이터로밍 통화료가 발생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 입니다.

•이용방법 - 해외 로밍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
•이용요금 - 무료
•이용 가능 단말 - 갤럭시S, 갤럭시A(가능 단말 확대예정)
•서비스 제공 가능 국가 - WCDMA, GSM 가능 국가 전체

이용 시 유의 사항

•현지 통신망 사정에 따라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는 지역의 통신망 사정
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T로밍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로밍 요금계산기의 사용요금은 T로밍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요금이 계산되므로 실제 청구금액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금계산을 위해 현재 이용하시는 수신 국제 전화 사업자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램상주 프로그램에 대해 정리를 하시게 되면 T로밍 요금계산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

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별도의 로밍요금제(데이터로밍 무제한 등)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단말의 경우 기능이 제한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해외로밍시에는 "구글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되어있지 않

을 경우 약23,000원 정도의 데이터로밍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내 이용 시, 무료이므로 출국 전 다운
로드 하시면 편리합니다.)

T로밍 요금계산기 메인화면

해외 로밍 이용요금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안심하고 로밍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T로밍 만의 무료 Application입니다.

T로밍
요금계산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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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데이터로밍 요금제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용시유의사항

•무료통화 혜택은 데이터로밍 통화료에만 해당됩니다. (음성 , SMS, MMS, 정보이용료 미포함)

• e-mail, 모바일메신져, 증권, 날씨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는 데이터로밍에 포함됩니다. 

•요금제기본제공 데이터 소진량을 5,10MB 단위로 별도 SMS 통보합니다.

(단, 데이터 이용 중에는 SMS가 통보되지 않으며, 데이터 이용이 완전히 종료된 후 SMS

가 발송됨)

•요금제 개시일 이전 스마트폰 재부팅을 권장해 드립니다.

◎요금제 유의사항

•데이터 로밍 1회 이상 이용하신 경우에는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되며, 무료통화 혜택 잔여

분에 대해서는 이월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무료 통화 및 사용기간 초과 시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 (데이터 0.5KB 당 4.55원)

•무료혜택 비 적용 시, 데이터 이용요금이 발생되면 접속 종료 후 얼럿팅 문자가 발송됩니다.

(단, 데이터 서비스 이용중에는 발송되지 않음- 통보단위 : 1/3/5만원~)

•해당 요금제는 가입시 개시일자를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하며, 개시일 변경은 개시일 전에

만 가능합니다.

•요금제는 고객이 정한 개시일 0시 부터 24시까지(한국시간 기준) 무료통화 혜택이 유효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해지 됩니다.

(단, 당일 가입하고 당일을 개시일로 정할 경우 데이터무제한은 가입시간 이후 데이터 사

용분 부터 적용됩니다.)

•서비스 사용기간 종료 전 재신청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일 이후 가능합니다.

서비스 개요

•유럽 주요 20개국에서 무료통화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3G 데이터로밍을 이용하는 요금제

※ 서비스 제공 국가: 유럽 20개국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영국/스위스/네덜란드/스웨덴/슬로바키아/체코/노르

웨이/핀란드/덴마크/헝가리/그리스/룩셈부르크/아일랜드/에스토니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 

요금제 기본요금 무료통화 사용기간

유럽데이터로밍 200 20,000원 10MB 10일

Bridge DataRoam 요금제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용시유의사항
•무료통화 혜택은 데이터로밍 통화료에만 해당됩니다. (음성 , SMS, MMS, 정보이용료 미포함)
• e-mail, 모바일메신져, 증권, 날씨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는 데이터로밍에 포함됩니다. 
•요금제 할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사업자 망으로 설정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설정 방법 참고_p10)
(기종 별로 사업자 표기방법이 다를 수 있으며, 영문 이름으로 식별이 불가할 경우 MCC,
MNC 코드로 확인 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설정방법 참고_10P)

◎요금제유의사항
•데이터 로밍 1회 이상 이용하신 경우에는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됩니다.
• 무 료통화 초과 시 기본 요율(0.5KB당 4.55원)의 60% 할인된 요금이 과금되며, 비해당 사업자

사용 시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
•1시간마다 1회 사용량을 점검하여 스펠 Bridge Alliance 네트워크 내 통화료 1, 3, 5, 7,

10, 15, 30, 40, 50, 100만원 초과시 얼럿팅 문자 발송 됩니다.
•데이터요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위와 별도로 요금고지 문자가 동일기준으로 발송됩니다.

◎가입/해지유의사항
•요금제는 가입 시 사용국가와 개시일자를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하며, 개시일 변경은 개시

일 전에만 가능합니다. 
•요금제는 고객이 정한 개시일 0시 부터 24시까지 (한국시간 기준) 무료통화 혜택이 유효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해지 됩니다. 단, 당일 가입하고 당일을 개시일로 정할 경우
데이터무제한은 가입시간 이후 데이터 사용분 부터 적용됩니다. 

•서비스 사용기간 종료 전 재 신청은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서비스 개요

•요금제 가입을 통해 Bridge Alliance 이동통신사 3G망을 사용기간에 따라 지정된 무료통화
량을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요금제입니다.

간기용사화통료무금요본기분구

Bridge DataRoam 5 10,000원 5.4MB 7일

Bridge DataRoam 15 30,000원 16.1MB 30일

Bridge DataRoam 40 60,000원 42.9MB 30일

국가 사업자 MCC MNC 국가 사업자 MCC MNC

홍콩 CSL 454 00 호주 Optus 505 02
말레이시아 Maxis 502 12 인도네시아 Telkomsel 510 10
싱가포르 Sing Tel 525 01 필리핀 Globe 515 02

대만 Taiwan Mobile 466 97 중국 China Unicom 460 01

마카오 CTM 455 01 - - - -

”

서비스 개요

•미국, 중국, 일본에서 무료통화 혜택을 받아 저렴하게 3G데이터로밍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요금제입니다.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용시유의사항

•무료통화 혜택은 데이터로밍 통화료에만 해당됩니다. (음성 , SMS, MMS, 정보이용료 미포함)

• e-mail, 모바일메신져, 증권, 날씨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는 데이터로밍에 포함됩니다. 

•요금제 개시일 이전 스마트폰 재부팅을 권장해 드립니다.

◎요금관련유의사항

•데이터 로밍 1회 이상 이용하신 경우에는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되며, 무료통화 혜택 잔여

분에 대해서는 이월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무료 통화 및 사용기간 초과 시 기존 요율이 적용됩니다. (데이터 0.5KB 당 4.55원)

•요금제기본제공 데이터 소진량을 5,10MB 단위로 별도 SMS 통보합니다. (단, 데이터 이

용 중에는 SMS가 통보되지 않으며, 데이터 이용이 완전히 종료된 후 SMS가 발송됨)

•무료혜택 비 적용 시, 데이터 이용요금이 발생되면 접속 종료 후 요금고지 문자가 발송됩니

다. (단, 데이터 서비스 이용중에는 발송되지 않음- 통보단위 : 1/3/5 만원~)

◎가입/해지유의사항

•Bridge 데이터로밍, 유럽데이터로밍 요금제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요금제는 가입 시 개시일자를 반드시 설정해 주셔야 하며, 개시일 변경은 개시일 전에만

가능합니다. 

•요금제는 고객이 정한 개시일 0시 부터 24시까지 (한국시간 기준) 무료통화 혜택이 유효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 해지 됩니다. 단, 당일 가입하고 당일을 개시일로 정할 경

우 가입시간 이후 데이터 사용분 부터 적용됩니다.

•서비스 기간 중 해지할 경우 해지일로부터 10일간 서비스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용시유의사항

•무료통화 혜택은 음성발신(국제, 현지발신)과 SMS발신만 해당됩니다.

• e-mail, 모바일메신져, 증권, 날씨 업데이트 등의 서비스는 데이터로밍에 포함됩니다. 

•음성 수신 / 영상 수발신 / MMS / 데이터 정보이용료는 무료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량, 소진시점 등에 대한 실시간 알림 문자 발송이 불가합니다.

◎요금관련유의사항

•서비스 가입 후 음성발신 또는 SMS 발신건을 1회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료가

미청구되며, 단 1회 이상 사용시에는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됩니다. 또한 통화량 제공분은

환급 및 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사용기간 종료 전 해지하시더라도 기본요금은 일할 계산 되지 않습니다.

•무료통화(음성발신 , SMS발신) 초과 이용 시 국가의 요율에 따라 요금이 발생합니다.

•무료 음성 발신건과 SMS발신건은 국가별 이용량을 합산하여 제공합니다.

◎가입/해지유의사항

•팅/아이니 한도 가입 고객 및 PPS/HDN선불 가입고객은 요금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기존 음성/SMS할인 형 요금제와 중복 가입 불가합니다.

(예:로밍음성할인, 중국일본올인원, 일본SMS500)

•데이터 할인 형 요금제와는 중복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예:데이터무제한, 미중일데이터로밍100, 유럽데이터로밍200, Bridge Data Roam 등)

•서비스 가입시점과 별도로 서비스 개시일 지정이 필요 없으며, 가입 시점부터 가입일 포

함 30일간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국시간 기준)

•서비스 제공 기간 종료 후 요금제는 자동 해지 됩니다.

•서비스 기간 중 해지할 경우 최초 가입일로부터 30일간은 서비스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요금제 내용

요금제 기본요금 무료통화 사용기간

미중일데이터로밍 100 10,000원 10MB 10일

미중일데이터로밍 요금제 T로밍 스쿨 요금제

서비스 개요

여행/유학/어학연수 등으로 인해 로밍수요가 높은 만24세 이하 고객대상으로 저렴한
기본료 수준으로 전세계 어디서나 음성, SMS할인 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금제 입니다.

구분 기본요금 사용기간

T로밍 스쿨 5,000원 30일 10분 20건

기본제공량

음성발신 SMS발신

•CDMA, GSM, WCDMA  자동로밍, 임대로밍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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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요

•일본 로밍 시 무료통화 혜택을 받아 SMS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요금제입니다. 
※ 무료통화혜택은 SMS서비스에만 해당됩니다. (LMS / MMS / e-mail, 모바일메신져 등은 제외됩니다.)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용시유의사항

•일본 SMS500 요금제는 Softbank망을 이용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본 도착 후

반드시 Softbank망을 수동설정하고 SMS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타사망 (NTT Docomo)

이용 시 건당 150원의 표준 요율이 적용되어 과다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설정 방법 참고_p10)

•기본 제공 문자량 100건 소진시 마다 SMS로 이용량을 통보합니다.

•CDMA 고객들은 WCDMA폰으로 임대 후 요금제를 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본데이터 무제한 및 일본 SMS500 가 입고객은 1회선만 임대가 가능)

◎요금및 가입/해지관련 유의사항

•서비스 가입 후 데이터로밍을 1회 이상 사용한 경우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되며, 무료통화

혜택 잔여분에 대해 이월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고객이 정한 서비스 개시일(한국시간 기분)부터 무료통화 혜택이 유효하며, 사용기간 30일

종료 후 자동 해지 됩니다.

•서비스 개시일 변경을 원할 경우 서비스 개시일 전 해지 후 재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기간 종료 후, 서비스 재가입은 언제든가능하나, 종료 전 해지하신 경우에는 30일

경과 후 서비스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본 SMS500 요금제

요금제 기본요금 무료통화 사용기간

일본SMS500 10,000원 SMS 500건 30일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사용시유의사항

•로밍 음성할인 요금제는 음성발신 이용량만 해당되며, 음성 수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료통화 사용량, 소진시점 등에 대한 실시간 알림 문자 발송이 불가합니다.

◎ 요금관련유의사항

•서비스 가입 후 로밍통화 미 발생시 기본료 미청구되며, 1회라도 발신시 기본요금 전액이

청구됩니다.

•무료통화 소진 시 기존 국가별, 네트웍별 음성 로밍 발신요율이 적용됩니다.

◎가입/해지유의사항

•요금제는 고객이 정한 개시일 0시부터 24시까지 (현지시간 기준) 무료통화 혜택이 유효하

며 사용기간 종료 후 자동해지 됩니다. 단, 당일가입하고 당일을 개시일로 정할 경우 로밍

음성할인 무료혜택은 가입시간 이후 새로 시작된 로밍 음성발신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개시일 변경은 개시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사용기간 종료 전 재 신청은 100은 10일 이후, 500은 30일 이후 가능합니다.

•동일 권역 로밍음성할인 100/500의 동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구분 기본요금 선택가능권역 사용기간 서비스내용

로밍음성할인100 10,000원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10일 음성로밍발신요금1만5000원무료통화

로밍음성할인500 50,000원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30일 음성로밍발신요금7만원무료통화

서비스 개요

요금제 내용

•미국, 중국, 일본, 동남아 등 4개권역에서 음성로밍 발신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가입금액에
따라 추가적으로 무료통화금액을 제공하는 요금제입니다. 

•동남아 권역 해당 국가 :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홍콩 등 총 12개국

로밍 음성할인 요금제

MEMO

서비스 개요

•Wifi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나 PC등으로 T로밍 고객이 해외 Wi-Fi hotspot에서 유료로 무
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서비스(전 세계 81개국 공항, 호텔, 카페 등에서 이용 가능)

사업자 설정 방법

•여행지에 도착 시 반드시 지정된 해외이통사 망으로 수동설정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요금제 이용 시 유의 사항

◎ 사용시 유의사항

•T로밍 wifi Hotspot 상세 검색은 T world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사용가능 OS 대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Windows PC : Windows Vista Service Pack 1, Windows XP Service Pack 2 or 3 ,

Windows 2000 Service Pack 4

② Windows Mobile OS 스마트폰 : Windows Mobile 6.0 이상

③ Android OS 스마트폰 : Android OS 1.5 이상

•T world에 정회원으로 가입 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출국 전 접속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T-STORE 또는 T-WORLD에서 다운로드 가능)

요금 제공 데이터량 사용가능 Device

일 9,000원 무제한 모바일 기기 및 PC

� � � �
STEP1

스마트폰/
노트북에

접속프로그램
다운로드

해외 wifi

Hotspot으로

이동

접속 프로그램

구동 및 로그인

ipas s파트너

wifi 선택

무선인터넷

접속/wif i서비스

이용

STEP2 STEP3 STEP4 STEP5

•T월드 홈페이지 (www.tworld.co.kr)
•각 공항/항만 SK텔레콤 T로밍센터 방문
•SK텔레콤 T로밍 고객센터

국내 1599-2011 (유료) / 해외 +82 2 6343 9000(T로밍 이용 시 무료)

T로밍 요금제
가입 & 해지

방법

T로밍 Wi-Fi T로밍쿠폰& T로밍데이터무제한쿠폰

• T로밍쿠폰이란 등록한 금액만큼 로밍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하실 수 있는
상품 입니다.

• T 로밍쿠폰은 간단한 인증 만으로 바로 휴대폰에서 음성발신, SMS, 영상통
화 등의 로밍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로밍수신요금 제외)

T로밍쿠폰이란?

T로밍 쿠폰 종류

• T로밍 쿠폰 3000 / 5000 / 10000 / 30000

•일본/ 중국/ 베트남/ T로밍 데이터 무제한 One Pass 1일 무료이용/ Bridge
대상국가 로밍시 T로밍데이터 무제한 쿠폰 등록후 요금제 가입을 통해 이용
기간 동안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입니다.

•기본제공 데이터 혜택은 데이터 로밍 통화료에만 해당됩니다. (음성통화료 및
정보 이용료 제외)

• 쿠폰등록후데이터로밍무제한요금제를가입하고사용하셔야쿠폰금액이공제됩니다.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쿠폰이란?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쿠폰 종류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쿠폰1  12000 (12,000원)
일본/중국/베트남/T로밍 데이터 무제한 One Pass 1일 무료이용/Bridge 데이터 무제한1 요금제 이용 (택1)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쿠폰3 33000 (33,000원)
중국/베트남/Bridge  데이터 무제한3 요금제 무료 이용(택1)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쿠폰5 48000 (48,000원)
중국/베트남/Bridge  데이터 무제한5 요금제 무료 이용(택1)

•T로밍 데이터 무제한 쿠폰7 35000 (35,000원)
일본 데이터 무제한7 요금제 무료 이용

T로밍쿠폰 구임 및 등록 방법

•핸드폰 로밍쿠폰 등록 (통화료 무료)

•T로밍 KIOSK (인천/김포, 김해 공항 내 로밍센터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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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밍 유의사항요금 유의사항

이용 유의사항

스마트폰 사용 고객은 로밍이용 전 확인 바랍니다

•자동로밍을 위한 별도의 가입비, 기본료가 없으며 로밍요금은 1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단, 전화를 받을 때 부과되는 국제전화요금은 1초 단위로 청구됩니다.

예) 1분 27초 동안 전화를 걸면 2분에 해당하는 요금이 부과됨

•국제전화사업자는 SK텔링크로 자동설정되며 , T roaming 고객센터를 통해고객님이

직접 다른 국제전화사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국제전화사업자 : KT, LGU+, 온세통신, SK텔링크, SK브로드밴드

•국제전화사업자에 따라 국제전화요금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8p를 참조하세요. 

•해외로밍 중에는 국내 요금제(커플, 지정할인 등)의 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휴대폰 자동응답기능을 설정하면 받는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됩니다. 

•로밍폰으로 해외에서 수신자부담 전화 또는 전화카드를 사용할 경우 통화 성공여부

와 상관없이 ARS 연결시점부터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됩니다. 

• 해당 국가 : 미국/캐나다/멕시코/푸에르토리코/버진아일랜드/괌/사이판

- 전화 걸 때, 받을 때 모두 통화에 성공한 경우 통화 연결음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요금이 청구됩니다. (착/발신 모두 해당)

- 전화 걸 때 소리샘 서비스 (자동응답기 / 사서함 서비스)로 연결되면 통화가 된 것

으로 간주되니 주의 바랍니다. (발신만 해당됨)

• 미국의 경우, 전화 걸 때 통화에 성공하지 못해도 통화 연결음이 29초 이상 지나면

요금이 부과됩니다. (발신만 해당됨) 

•T 로밍 고객끼리 통화할 경우 국제전화요금이 부과됩니다. 

•이용하신서비스 요금은 1개월 후에 청구되며 , 2~3 개월까지 요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로밍 요금은 데이터정액제 등 국내 요금제와 별도로 청구됩니다.

• 전세계데이터로밍요금이0.5KB당4.55원으로단일화되었습니다.  (2010년5월1일부터적용) 
•데이터로밍이용시국내데이터정액제는적용되지않으며정보이용료는별도로부과됩니다.
•GSM 데이터 로밍은 최신 일부 단말기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컨텐츠(주소록 자동저장 등)의 경우에도 데이터 로밍 이용요금이
별도 부과됩니다. 

•스마트폰은 증권이나 펌웨어 자동 업데이트 및 휴대폰 위젯 일부 기능으로 데이터가 업데
이트 되면서 데이터로밍 이용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자동 업데이트를 해제하거나, 
기기상에서 3G 데이터 서비스를 차단해 두시는게 안전합니다. 

•스마트폰은 이메일 자동 수신 시 메일확인을 하지 않아도 데이터요금이 발생되므로, 수동
으로 설정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국 등 일부WCDMA로밍이 제공되지 않는 국가에서는GSM망 (2G)을 통해 데이터가 제공
되며,WCDMA (3G) 방식에 비해 다소 품질이 낮을 수 있습니다.

※단말기 내에서 데이터로밍 차단이 가능하며, 단말기별 차단 방법은 고객센터 또는 공항 로밍
센터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차단하여도 WI-FI 이용은 가능)
또한, 방문 국가에 따라 로밍용 데이터 요금제가 출시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
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선불이동전화 (PPS), ⓣ ing 요금제, 아이니 요금제 등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는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자동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국제전화발신금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서비스 및 휴대폰 내 잠금 장치를 모
두 해제해야 자동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5XX, 080 등 번호는 해외에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단, 접속이 되었을 경우 ARS 요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 방문하시는 지역의 통신망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T roaming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CH-W290, LG-SH130, LG-SH150, LG-SH240, LG-SH470, LG-SU960,IM- U210,
IM-U220기종은 미국, 태국, 중국 일부 도시에서 GSM 자동로밍을이용할 수 없습니다.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로밍 서비스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페이
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sktroaming.com

•필요 시 시간 설정은 “수동” 으로 조작 가능합니다.

문제해결 안내

T 자동로밍 이용 고객에게 충전에 필요한 기기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각 공항 및 항만에 위치한 T roaming 고객센터를 방문하시면 사전예약

없이 충전용품 대여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지점에서는 충전용품 대여 및 반납 서비스 이용 불가

•반납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충전용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

처리되며, 분실 변상금은 2개월 후에 청구서로 부과됩니다.

충전용품 대여 서비스란?

대여품목

이용방법

젠더 멀티플러그 충전기 110V

T roaming 충전용품 대여 서비스 (무료)

Step3 

수동선택이란?

T서비스 T로밍 확인

수동선택 사업자선택 확인

그래도 안 된다면 T roaming 고객센터로 연락주세요.

+82-2-6343-9000(24시간 운영)

로밍오토다이얼 이용 시 02-6343-9000(무료)

해외로밍 중에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검색하여 직접 원하는
통신사업자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Step1 

Step2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 켜주세요. 

그래도 안 된다면 휴대폰의 네트워크를 다시 설정해 주세요.

해외로밍중에
휴대폰 통화가 안된다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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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9

국가별고객센터수신자부담전화번호안내T roaming 고객센터 안내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부산항

인천항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

대구/청주/
무안공항

3층 A,B/E,F/G,H 카운터 사이 06:00~22:00

3층 M 카운터 앞 06:00~22:00

면세구역 내 25,29번 Gate 07:00~21:00

면세구역 내 탑승동 119번Gate 07:00~21:00

1층 9, 10번 Exit 사이 06:00~22:00

1층 5, 6번 Exit 사이 24시간

국제선 청사 1층 입국장 정면 07:00~23:00

국제선청사2층Sky City몰입구중앙 07:00~20:00

국제선 1층 3번 Gate 06:00~22:00

국제선 2층 2번 Gate 06:00~21:00

국제선 1층 5번 Gate 앞 09:00~19:00 (월/화/목/토)  

09:00~20:00 (수/금/일)

국제 여객 터미널 1층 07:00~19:30

국제 1 여객 터미널 1층 09:00~18:00 (일요일 휴무) 

국제 2 여객 터미널 1층 09:00~18:00 (일요일 휴무)

2층 리무진 탑승장 07:30~19:00 (월~목)

07:30~17:30 (금)

07:30~13:00 (토)

07:30~17:00 (일,공휴일)

00:81~00:90층1항공

간시무업치위분구

* 업무시간은 매일 항공편 운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동/임대로밍

* 자동/임대/현지폰 대여

국내

1599 - 2011(유료) + 82 - 2 - 6343 - 9000(무료)

해외(통화불량 및 분실상담)

* 해외에서 SK Telecom 로밍폰으로 걸면 무료 / ‘+82’ 는 한국접속번호

국가명 전화번호 국가명 전화번호

* 통화불량 및 분실상담

국가별 수신자부담 전화번호 입력 안내방송 중 # 누름
내 휴대폰번호 누르면 상담원 자동 연결

이용방법

아리탈이판이사/괌

도인스리그

아시네도인드란덜네

본일드랜질뉴

국중만대

독일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국/하와이

멕시코

방글라데시

다나캐남트베

국태에기벨

브라질

루페덴웨스

드란폴스위스

스랑프인페스

핀리필르포가싱

리가헝국영

주호아리트스오

콩홍트집이

이스라엘 @ : 영어안내 도중

832-271-0082871-987-008-1

9326-001-008-0007095-21-00800

0800-022-7428 007-801-8213

662-800-13500558-188-0080

0080-182-0075

0800-187-3559

0800-870

1-800-80-4527

1800-238-1035

001-866-869-8441

157-0013+@+3838 (터치톤폰)

157-0012+@+3838 (로타리폰)

3624-633-008-1700-28-021

0800-11261 001-999-82-4000( 일반전화)

(04-2800-00813849-198-0080 공중전화)

8383+@+01005-008-07600-97-020

0800-563-798 00800-111-2096

1537-19-00808138-89-009

628-5011202-800-008

800-852-3574

8328-1008-600898-404-0080

0800-293-528 1800-106-846

795-5770+@+3838 800-93-2701

1-80-921-3878

• 북부 (북경, 천진, 호남성, 

산동성, 산서성, 하북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고 자치구) :

108-824 

• 남부 (북부에 속해있는 성, 

시 이외의 지역) :

10800-152-1096

* 로밍폰, 유선전화(일반/공중/호텔)를 이용해 고객센터 수신자부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로밍폰으로 수신자부담 전화가 안 될 경우에는 T ROAMING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82-2-6343-9000)
* 로밍폰으로 고객센터에 수신자부담 전화를 걸 경우 국제전화요금은 무료, 현지전화요금은 유료입니다.

(호텔전화를 이용할 경우 추가 요금이 발생)

* 로밍오토다이얼 이용 시 02-6343-9000(무료)

* SK텔레콤 전 지점에서도 자동로밍 서비스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폰 대여 및 반납은 일부 지점만 가능)

·폰 대여 : 종로지점, 강남지점, 대구중앙지점 ·폰 반납 : 영등포, 테크노마트, 강북, 분당 및 수원지점(폰 대여 지점 포함)

*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테크노마트지점 (강변), 용산지점 (토) 10:00~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