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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 꼭 확인하세요

PASSPORT

■ 비행기 모드를 끄거나, 휴대폰 전원을 껐다가 

 켜면 로밍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   방문하신 국가별 로밍 요금 및 이용 유의사항 

 안내 문자가 수신됩니다. (수신 무료)

해외 도착 시

■    한국에 돌아오면 로밍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귀국 후

■   현지 제휴 통신사 망을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   만약 로밍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v 휴대폰을 껐다 켜주세요

     v 현지 다른 통신사로 수동 변경 해주세요.

        (기종별 설정 방법은 p.14/16 참고) 

■ 휴대폰/USIM/태블릿 분실 하시는 경우,  

 KT로밍 고객센터로 즉시 신고해주세요.     

로밍 이용 중

해외여행을 떠나시는 고객님,

KT로밍에서 준비한 상품과 혜택으로
아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즐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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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로밍 생활 (데이터)로밍 팩트 체크

KT고객이라면, 해외에서도 국내 요금 수준으로 통화
여행객의 90%가 방문하는 주요 국가에서 수발신 초당 1.98원 (p.12 참고)

데이터 함께ON 가입하면 가족/친구 2명은 데이터 무료

KT로밍 현지심 와이파이 라우터

나눠 쓰면 현지심보다 저렴
따로 다녀도 쉐어링 가능

혼자만 이용 가능
같이 쓸 수 있으나
모여 다녀야 함

NO!
로밍은 비싸다?   로밍은 싸다!

5G 베이직 이상 요금제 고객이 해외에서 전원만 껐다 켜면

별도 신청 없이 전 세계 181개 국가에서 데이터 무료

5G
요금제

(초이스 포함)

베이직/스페셜 SNS메세지 가능 속도로 이용(최대 100Kbps)

프리미엄 
동영상 재생 가능 속도로 이용(최대 3Mbps) 
※ 매일 3GB 초과 시 해당일 최대 200Kbps 속도 제어 

NO!
로밍은 어렵다?   로밍은 쉽다!

깜박하고 출국 전 부가서비스 가입 못해도
이용 금액 구간별 문자 발송되며, 데이터 요금 상한선 있어 추가 부담 NO! 

0.5KB당 0.275원으로 사용하다가 → 매일 1.1만원 도달 시
추가 요금 부과 없이 톡 가능 속도로 지속 이용 (200Kbps)

NO!
로밍은 불안하다?   로밍은 안심이다!

 여행 유형별 추천 상품

나 혼자 단기간 마음껏 쓰고 싶다면  <하루종일ON>01

하루종일ON

‘매일 400MB’ 

이용 후 

톡 가능 속도로 

지속 이용 

11,000원 (1일)

하루종일ON 플러스 

‘매일 800MB’ 

이용 후 

웹서핑 가능 속도로 

지속 이용 

13,000원 (1일)

하루종일ON 프리미엄 

‘매일 5GB’ 이용 후 

톡 가능 속도로 

지속 이용

(+ 음성 무제한) 

15,000원 (1일)

추천 

가족/친구들과 같이 떠난다면  <함께ON>02

함께ON 아시아/미주

33,000원  
(15일)

4GB

44,000원  
(30일)

8GB

66,000원  
(30일)

12GB

추천 

만원만 더 하면 

용량 2배 UP!

함께ON 글로벌 

33,000원  
(15일)

2GB

44,000원  
(30일)

4GB

66,000원  
(30일)

6GB

추천 

만원만 더 하면 

용량 2배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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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ON

하루 다 쓰긴 애매할 때, 데이터로밍 12시간

하루종일ON 투게더 가입하면, 추가 3회선 모두 반값

대표회선: 본인 미 접속시에도 추가회선 사용시 일 5,500원 부과

추가회선: 미 접속 시 요금 미부과

하루종일ON/하루종일ON 플러스 이용 종료 후 12시간 이내 신청

6,600원 (100MB 사용 이후 400Kbps 이하로 지속 이용)

12시간 종료 후 데이터 자동 차단 

하루종일ON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부가세 포함)
제공량

하루종일ON 
프리미엄

15,000원/일
데이터: 일5GB 사용 후  

400Kbps이하로 지속 이용
음성: 무제한

서비스
요금

(부가세 포함)
데이터 제공량

하루종일ON
플러스

13,000원/일 1일 800MB
이후 1Mbps 

이하로 지속 이용

하루종일ON 11,000원/일 1일 400MB
이후 400Kbps

이하로 지속 이용

하루종일ON
톡

3,300원/일 200Kbps 이하로 지속 이용

구분 기간 선택형 자동형

신청방법 출국 시마다 재 신청
최초 1회 가입 이후

신청 없이 출국시 자동 적용

적용기준
한국 기준, 고객 신청시부터 

24시간 이용기간 종료 후  

데이터 자동 차단

해외에서, 휴대폰을 켠  

시점부터 24시간 단위 부과

구분 기간 선택형 자동형

신청방법 출국 시마다 재 신청
최초 1회 가입 이후

신청 없이 출국시 자동 적용

적용기준
한국 기준, 고객 신청시부터 

24시간 이용기간 종료 후  

데이터 자동 차단

해외에서, 휴대폰을 켠  

시점부터 24시간 단위 부과

추천

하루종일ON 플러스 하루종일ON 하루종일ON 톡

전 세계 181개 국가에서 데이터 마음껏 이용 44개 국가에서 데이터와 음성 모두 마음껏 이용 

아시아
괌, 대만,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사이판,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

미주 미국,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생피에르미클롱, 캐나다

유럽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세우타,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카나리제도, 튀르키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중동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  광고 및 상업적 목적 등 개인 용도 외 목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하는 경우 데이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이용 금액 및 수신자 부담 등의 전화는 별도 로밍 요금이 부과됩니다.

※ 데이터 또는 음성 1회라도 이용 시 요금 부과 (미접속 시 요금 미부과)

지원국가 (총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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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또는 최대 3명이 함께 데이터 사용

데이터 함께ON

아시아

괌, 네팔, 대만, 동티모르,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사이판, 싱가폴,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홍콩

미주

과테말라, 그린란드, 나카라과, 멕시코, 미국,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볼리비아, 브라질, 생피에르미클롱,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유럽

건지섬,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맨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바티칸 시국,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 
불가리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세우타, 스발바르,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올란드제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저지섬, 조지아, 지브랄타, 체코, 카나리제도,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파로제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모잠비크, 부르키나 파소, 
알제리, 우간다, 이집트,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지원국가 (총 118개)

아시아/미주 글로벌

신청방법

[대표/추가]
1)  대표 고객 가입 시, 함께 데이터를 이용할 번호 등록  

(최대 2개, KT 한정)

2)  서브로 등록된 고객은 별도로 ‘함께ON(서브)’ 가입 필수,  

미 가입 시 데이터 요금 발생

3) 신청기간 전/후 혹은 제공량 소진 시 자동 차단 

[1GB 충전]
‘함께ON’ 이용 중인 대표 고객만 신청 가능 

적용기준

[대표/추가]
데이터 1회라도 접속 시 요금 부과 

[1GB 충전]
대표 고객님 번호에만 요금 부과 

(데이터 미 접속시, 충전 해지해야 요금 미부과) 

용량 대표 고객 추가 고객 1GB 충전

아시아/미주

4GB 33,000원/15일

0원 14,300원8GB 44,000원/30일

12GB 66,000원/30일

글로벌 (아시아/미주/유럽/오세아니아/중동)

2GB 33,000원/15일

0원 18,700원4GB 44,000원/30일

6GB 66,000원/30일

※ 구간별 데이터 이용량 문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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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일본에서 하루 5천원 수준으로 속도 제한 없이 사용

기가팩 중일

서비스
요금

(부가세 포함)
데이터 제공량 이용 기간

기가팩 중일 25,000원 2.5GB 5일

※ 구간별 데이터 이용량 문자 안내

신청방법 • 출국 시마다 재 신청

적용기준

• 한국 기준, 고객 지정한 시작 시간부터 5일간 이용 가능 
(기간만료 혹은 제공량 소진 시 자동 데이터 차단)

• 데이터 1회라도 접속 시 요금 부과 
(미 접속 시 요금 미부과)

주요 국가의 이용 가능 서비스 및 제휴 사업자 정보입니다. 
그 외 국가는 KT로밍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데이터로밍 제휴사

구분 국가 제휴사업자명 H P 휴대폰에 표기되는 제휴사명

괌
DOCOMO PACIFIC  H  P Docomo Pacific, 310 470

GTA  H  P GTA, USA 140

아
시
아

대만

Chunghwa Telecom  H  P Chunghwa

Far EasTone  H  P Far Eastone, TWN FET, FET, 速傳電信, 466 01

Taiwan Mobile  H  P
TW MOBILE, TAIWAN MOBILE, TWN GSM, 
PACIFIC, TWN GSM1800, TWN 97, ROC 97, 
466 97, TW 97, TCC

말레이시아 

Digi  H  P DiGi, MYMT18, DiGi 1800

MAXIS  H  P MY Maxis, MY 012, 50 212

U mobile  H  P U Mobile, MYS 18, 50 218, My 18

Celcom  H  P Celcom , MY Celcom, 502 19, 502 13

몽골
Mobicom  H 428 99, MOBICOM, MN MobiCom

Unitel  H 428 88, UNITEL

베트남

Vinaphone  H  P Vinaphone, 452 02

mobifone  H  P VN MobiFone, VMS, 452 01 

Viettel  H  P Viettel, 452 04

싱가포르
StarHub  H  P DStarhub, 525 05

Singtel  H  P SingTel, SingTel-G9

우즈베키스탄
Unitel  H 434 04, Beeline UZ, Unitel, Daewoo GSM

Ucell  H Ucell 43405 Coscom

인도

reliance jio JIO

Vodafone Vodafone IN, Hutch

Airetel IND Airtel, Airtel, Bharti Airtel

인도네시아

Indosat  H  P INDOSAT. MATRIX, 510 01, 510 21

Hutchison  H  P 3, IND HCPT, IND 89, 510 89

Telkomsel  H  P
TELKOMSEL, IND TELKOMSEL, IND TELKOMSEL 
3G, TELKOMSEL 3G, TSEL

일본

NTT DOCOMO  H  P Docomo, 440 10 O 

SoftBank  H  P Softbank, JP Vodafone

KDDI  H  P KDDI, 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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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함께ON 이용 가능

 P  :  프리미엄 이용 가능

구분 국가 제휴사업자명 H P 휴대폰에 표기되는 제휴사명

아
시
아

중국
China Unicom  H  P

UNICOM, China Unicom, CHN CUGSM, 
CUGSM, 460 01

China Mobile  H  P China Mobile, 460 00, 460 02, 460 07

캄보디아

CellCard  H  P
MobiTel, MobiTel KHM, KHM-MobiTel,  
MT-KHM

Metfone(Viettel)  H  P metfone, KHM08, 456 08

SMART  H  P SMART, KHMSM, KHM-06, 456-06

태국

DTAC  H  P
DTAC, TH-DTAC, TH 52018, dtac TriNet, dtac, 
52005

TrueMove
(RealFuture)

 H  P
TRUE 3G, TRUE-H, 52000, TH 3G, TRUE,  
520 99, RealFuture

AIS  H  P AIS, AIS 3G, 520 03, TH GSM, TH AIS, TH AIS GSM

필리핀
Smart  H  P Smart Gold, 515 03

Globe  H  P Globe, Globe PH, PH Globe, 515 02

홍콩

CSL  H  P
CSL, HK CSL, C&W HK Telecom, 454 00, NEW 
WORLD, HK NWT, PCS009, 454-10

Hutchison  H  P Hutchison, 3 HK, 3, 454 03, 454 04

Smartone  H  P SmarTone, 454 06

오
세
아
니
아

뉴질랜드

Vodafone  H  P Vodafone NZ, 530 01

Spark  H  P Spark NZ, 530 05 (구 Telecom NZ, 530 05)

2degrees  H  P 53024, NZL24, NZ Comms, 2degrees

호주

Telstra  H  P Telstra, 3 Telstra

Optus  H  P Optus

Vodafone  H  P
Vodafone, Fodafone AUS, Vodafone Ausaus, 
AU Vodafone, AUS Voda, AUS Vfone, 505 03

미
주

멕시코

Movistar  H 334 03, Movistar, MX 03

AT&T  H
334-050, MEX-050, Iusacell GSM, Iusacell 
NextG, Iusacell3.5G

Telcel  H TELCEL GSM, 334 020

미국

AT&T  H  P AT&T, 310 410, 310 170, 310 380

T-Mobile  H  P T-Moblie

Verizon  H  P Verizon, Verizon Wireless

캐나다

Rogers  H  P Rogers, 302 72, CAN72

Bell  H  P Bell, FastRoam, 302610

Telus  H  P TELUS, 3G Plus, CAN 880, 302880

H  : 함께ON 이용 가능

 P  :  프리미엄 이용 가능

구분 국가 제휴사업자명 H P 휴대폰에 표기되는 제휴사명

유
럽 

네덜란드

Vodafone  H Vodafone NL, 204 04

KPN  H
NL KPN, KPN, KPN Mobile, NL PTT, 
PTT Telecom, 204 08

독일 

Telekom
Deutscheland

 H  P
T-D1, D1, D1-Telekom, T-Mobile D, telekom.de, 
262 01

Vodafone  H  P Vodafone D2, Vodafone.de, 262 02

스위스

Swisscom  H  P Swisscom, Swiss GSM, SwisscomFL , 228 01

Sunrise  H  P Sunrise, diAx Swiss, CH 02

SALT  H  P Orange, CH03, 228 03

스페인

Vodafone  H  P Vodafone ES, 214 01, 214 06

Orange  H  P
RET MOV, E 03, AMENA, Orange ES, 214 03, 
214 09

Yoigo  H  P Xfera, Yoigo, 214 04

영국

EE  H  P
T-Mobile, T-Mobiel UK, TMO UK, one2one, 
234 30, 234 34

Vodafone  H  P Vodafone UK, 234 15 

3  H  P 3 UK, 234 20

이탈리아

Vodafone  H Vodafone IT, 222 10

TIM  H TIM

WIND  H I WIND, 222 88, 3 ITA, Hutchison, 222 99

튀르키예

Turkcell  H  P TR Tcell, Turkcell, TR Turkcell, Kktcell, 286 01

Vodafone  H  P Vodafone TR, 286 02

AVEA  H  P AVEA, TR AVEA, TR 03, 28603, ARIA, TR ARIA

폴란드

PLUS  H  P PLUS GSM, PL-PLUS, PL-01, 2601

PLAY  H  P P4, PL-06, Play

orange  H  P Orange PL, Orange, 260-03, Idea, PL Idea, PL 03

프랑스
Orange  H  P Orange F, 208 01

Bouygues Telecom  H  P BOUYGTEL, BOUYGTEL-F, F-BOUYGTEL, 208 20

헝가리
Vodafone  H  P Vodafone HU, Voda HU

Telenor  H  P Telenor HU - 216-01

중
동

아랍에미리트
du  H  P UAE03, 424 03, du

Etisalat  H  P ETISALAT, Etisalat, ETSLT, 424 02

카타르 Ooredoo  H  P Ooredoo, Qatarnet, 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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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로밍 생활 (통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는 안심 혜택

 그 외 국가 요금 

 부가서비스 가입하면 더 자유롭게!

KT고객이라면 누구나, 해외에서도 국내 요금 수준으로 통화

24시간 마음 놓고 통화할 수 있는 로밍ON 음성 하루종일

음성 수/발신 SMS 발신 LMS 발신 MMS 발신

초당 1.98원 건당 22원 건당 33원 건당 220원

아시아
괌, 대만, 마카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사이판,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

미주 미국,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생피에르미클롱, 캐나다

유럽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세우타,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체코,  
카나리제도, 튀르키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중동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서비스
요금

(부가세 포함)
기본혜택 지원국가

로밍ON 음성
하루종일

11,000원/일
음성 수/발신 

무료
상기 표와 동일

(45개 국가)

적용기준
• 한국 기준, 고객 신청시간부터 24시간
• 24시간 동안 음성로밍 사용량 없는 경우 당일 

일 기본료 미 부과

※ 데이터, 문자 이용 금액은 별도 부과

※ 수신자 부담 전화 및 서비스 미지원 국가에서의 통화는 별도 요금 부과

※ 모든 문자 수신은 무료

※ 멕시코/바하마는 통화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요금 부과

구분 국가
전화걸기

전화받기 문자보내기
방문국 한국/전세계

아
시
아

라오스 8.91 61.38 17.16 330

몽골 13.53 68.2 15.07 220

브루나이 5.28 38.61 17.93 220

우즈베키스탄 9.46 100.65 24.53 110

인도 23.98 47.96 54.01 330

유럽

네덜란드 14.08 30.58 6.93 330

루마니아 7.81 58.41 12.65 220

벨기에 18.26 52.25 10.67 330

스웨덴 14.41 45.1 9.35 330

슬로베니아 11 57.2 12.65 330

이탈리아 15.51 53.13 7.37 330

크로아티아 17.71 57.2 12.65 220

포르투갈 15.51 64.90 13.64 330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4.95 27.28 22.33 220

이스라엘 19.58 75.46 15.51 330

아프리카 이집트 12.1 56.65 14.63 330

미주
/

남미

멕시코 16.83 64.9 32.23 330

브라질 15.4 51.26 20.13 330

통화요금 : 초당 요금(부가세 포함)

MMS발신 550원/건



14 15

이
용

 방
법

부
가

서
비

스
이

용
 방

법
 

로밍 이용 방법 (안드로이드)

데이터 쓰기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1. 방문국  한국 또는 KT로밍 고객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버튼’ 터치 
 알림창 ‘한국발신’ 터치

010-1234-5678로 전화할 때

010-1234-5678    ‘한국으로 발신’ 터치 

1. 방문국  한국

국내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 휴대폰 번호 입력

2. 방문국 > 전세계 (한국 제외)

00345 + 국가번호 + 상대방 전화번호 (맨 앞 ‘0’ 제외)

2. 방문국  방문국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버튼’ 터치

 알림창 ‘기타 지역으로 발신’ 터치

북경에서 북경의 휴대폰 133-1234-5678로 전화할 때

133-1234-5678    ‘기타 지역으로 발신’ 터치 

3. 방문국  전세계 (한국 제외)

‘+’  국가번호  상대방 전화번호(‘0’제외)
‘통화버튼’ 터치  알림창 ‘기타 지역으로 발신’ 터치

호주에서 일본 휴대폰 090-1234-5678로 전화할 때

‘+’ (0길게) -81 (일본 국가번호) -90-1234-5678
   ‘기타 지역으로 발신’ 터치

1. 데이터로밍을 켜주세요 

 방법 1) 스마트폰을 켤 때 뜨는 주의 알림창에서 이용 여부 설정 

※ 데이터로밍 차단을 원하신다면?

해외 이용 중 데이터로밍은 완전히 차단되지만,

MMS를 포함한 모든 문자 수/발신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입 후, 데이터로밍을 켜야 MMS사용 가능)

- 잠깐 꺼두시려면, (1)번 방법으로 데이터 아이콘을 OFF로 변경하세요

- 어떤 접속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데이터로밍차단서비스에 가입하세요

방법 2) 휴대폰의 설정 메뉴에서 ‘사용’ 선택 

데이터 로밍 사용

15

14

로
밍

 사
용

방
법

 및
 

요
금

사용자 수동설정 방법

접속이 안 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홈 화면 ‘설정’ 선택 ‘네트워크 사업자’ 선택 ‘자동’ 끔 (OFF) ‘사업자’ 선택

※  지속적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로밍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세요(p.28 참고).

- LG : 설정 - 연결 - 해외로밍 - 로밍 이동통신사 선택 – 수동선택
- 베가 : 네트워크더보기 - 모바일네트워크- 네트워크설정 - 네트워크검색

1. 우선, 휴대폰을 껐다가 켜보세요.

2.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수동으로 네트워크를  

재설정해주세요. (반드시 제휴 이통사 망 선택해주세요. 제휴사 확인은 pp.20~25 참고)

1. 아이폰

2. 안드로이드

3. LG, 베가

설정 연결

안심로밍가이드북_내지_0829.indd   15 2017. 9. 1.   오후 5:17

설정 연결

해외 로밍

2.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제휴사를 선택해보세요

수동선택

15

14

로
밍

 사
용

방
법

 및
 

요
금

사용자 수동설정 방법

접속이 안 될 때, 이렇게 해보세요!

홈 화면 ‘설정’ 선택 ‘네트워크 사업자’ 선택 ‘자동’ 끔 (OFF) ‘사업자’ 선택

※  지속적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면,  

로밍 고객센터로 연락해 주세요(p.28 참고).

- LG : 설정 - 연결 - 해외로밍 - 로밍 이동통신사 선택 – 수동선택
- 베가 : 네트워크더보기 - 모바일네트워크- 네트워크설정 - 네트워크검색

1. 우선, 휴대폰을 껐다가 켜보세요.

2.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수동으로 네트워크를  

재설정해주세요. (반드시 제휴 이통사 망 선택해주세요. 제휴사 확인은 pp.20~25 참고)

1. 아이폰

2. 안드로이드

3. LG, 베가

설정 연결

안심로밍가이드북_내지_0829.indd   15 2017. 9. 1.   오후 5:17

설정 연결

해외 로밍 로밍 이동통신사 선택 

이동통신사 선택 

자동 선택 

수동 선택 

데이터 로밍 사용 
해외 로밍 시 데이터 로밍 요금이 적용됩니다. 로밍요금제 
미이용 시에는 SNS, 메일, 날씨 등 자동 업데이트로 인한  
데이터 로밍 종량 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요금제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 미동의 시에는 데이터 로밍이 차단됩니다. 
※  HD Voice가 사용 가능한 현지항에서는 HD Voice가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미동의 동의합니다 

데이터 로밍 이용 안함
(미동의 체크)

데이터 로밍 이용함
(동의합니다 체크)

LTE 로밍
LTE 로밍을 이용하시려면 단말기의 LTE 이용 설정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미동의 시에는 3G 데이터로만 이용 가능하며, LTE 설정 

시에도 현지망 사정에 따라 3G로 접속될 수 있습니다. 

미동의 동의합니다 

LTE 로밍 이용 안함
(미동의 체크)

LTE 로밍 이용함
(동의합니다 체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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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 이용 방법 (아이폰)
1. 방문국  한국 또는 KT로밍 고객

‘+’  국가번호(82)
 상대방 전화번호 (‘0’제외)  

미국에서 한국의 휴대폰 010-1234-5678로 전화할 때

‘+’ (0길게) -82-10-1234-5678  

2. 방문국  방문국

지역번호 또는 식별번호

 상대방 전화번호  

북경에서 북경의 휴대폰 133-1234-5678로 전화할 때

133-1234-5678  

3. 방문국  전세계 (한국 제외)

‘+’  국가번호

 상대방 전화번호 (‘0’제외)  

호주에서 일본 휴대폰 090-1234-5678로 전화할 때

‘+’ (0길게) -81 (일본 국가번호) -90-1234-5678
 

데이터 쓰기

1. 데이터로밍을 켜주세요

설정 셀룰러 셀룰러 데이터 옵션 데이터로밍 켜기

셀룰러 
데이터 옵션

데이터로밍

2. 사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제휴사를 선택해보세요.

설정 제휴사명 체크

AT & T
310 410

자동 끔

자동

네트워크 선택

네트워크 
선택

셀룰러

※ 데이터로밍 차단을 원하신다면?

해외 이용 중 데이터로밍은 완전히 차단되지만,

MMS를 포함한 모든 문자 수/발신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가입 후, 데이터로밍을 켜야 MMS사용 가능)

-  잠깐 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1)번 방법으로 데이터 아이콘을 OFF로  

변경하세요

- 어떤 접속도 원하지 않으신다면, 데이터로밍차단서비스에 가입하세요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1. 방문국  한국

국내와 동일한 방법으로 상대방 휴대폰 번호 입력

2. 방문국 > 전세계 (한국 제외)

00345 + 국가번호 + 상대방 전화번호 (맨 앞 ‘0’ 제외)



KT 휴대폰에서 무료 통화 가능 (연중 무휴)

해외에서     +82-2-2190-0901
국내에서     02-2190-0901

24시간 KT로밍 콜센터 

https://kt.com/4lvh
이용 중 서비스 조회 및

국가별 이용 가능한 상품 비교까지

모바일 홈페이지

https://kt.com/n07y
모바일 채팅으로 상담원에게 문의

(KT휴대폰에서 무료)

24시간 KT톡 고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