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국제 통화 정액제” 등장!

4G LTE 스마트폰(또는 4G LTE 휴대전화)에서 「Flat-rate Data 1/2/3/5/8/10/13」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대상자

★1:●일본 국내에서 대상국가 및 지역으로의 15분 이내 au 국제전화 서비스(010★2 발신) 통화료가 월 50회까지 무료입니다. 51회부터는 1회 통화 시 횟수 초과 요금 
300엔(면세)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1회 통화가 15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초과 통화 30초마다 20엔(면세)의 통화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10 
대신에 005345를 누르셔도 이용 가능합니다. ※통화 횟수는 일본 시간을 기준으로 카운트됩니다. 일본 시간을 기준으로 두 달에 걸친 통화는 통화가 종료된 월에 
가산됩니다. ※회선을 양도 및 승계한 경우에는 통화 횟수도 승계됩니다. ※통화 횟수 등 이용 상황은 고객 서포트 또는 고객 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전일 
이용분까지). ※당사는 au 국제전화서비스의 매월 이용한도액(30,000엔(면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도액 초과를 당사가 확인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이용을 
정지합니다(본 옵션의 정액료 및 횟수 초과 요금은 한도액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통화요금의 지불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착발신, SMS(C 메일) 송신, 위성전화/위성선박으로의 전화, 당사가 별도 지정하는 전화번호로의 통화 등은 본 옵션의 무료 통화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다음의 경우에는 본 옵션의 무료 통화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옵션에 가입된 휴대전화에서 고객이 보유한 통신설비에 접속하여 이용하시거나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 발신한 경우(모두 당사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는 제외) ●통신 매개, 전송 기능 이용 또는 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속 등을 통해 통신으로 직접 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통화 이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무료 통화 대상 외 통화는 각 서비스에 따른 통화료가 부가됩니다(위성선박전화로의 통화는 30초마다 50
엔(세금 불포함)입니다). ※「Mobile Talk 등 001 국제전화 할인 서비스」를 계약한 고객이 본 옵션을 신청한 경우에는 「Mobile Talk 등 001 국제전화 할인 서비스」가 
당월 말 혹은 다음달 초에 자동 폐지됩니다. 자동폐지가 될 때까지 종전의 001010 등으로 시작되는 발신방법으로는 15분 이내의 통화라도 통화료가 부과되므로 010
으로 시작되는 au 국제전화 서비스로 변경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통화 상대국가 및 지역의 현지 사업자 보유 설비 등의 상황에 따라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금 적용에 관한 안내】 ※신청한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월 도중에 해약하거나 옵션 서비스 폐지되더라도 이용 요금은 일할 계산되지 않으며 월 정액료가 
부과됩니다. ※월 도중에 대상 외 데이터 정액 서비스로의 변경 등 본 옵션 서비스가 폐지될 경우, 정액 통화는 대상 데이터 정액 서비스 적용 기간까지입니다. ※별도로 
기본사용료, 데이터 통신료, 기타 옵션료, 유니버설 서비스료 등이 부과됩니다. ※2016년 3월 1일 현재의 정보입니다.

KDDI 주식회사·오키나와 셀룰러전화 주식회사자세한 내용은 점포 스태프 및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제공 개시 시점(2016년 3월). 최신 정보는 au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국가
및 지역

통화료

통화시간/회

15분 이내

무료
횟수 초과 요금 300엔(면세)/회

50회까지

51회부터

15분 초과

20엔(면세)/30초

20엔(면세)/30초 + 횟수 초과 요금 300엔(면세)/회
통화 횟수/월

「Flat-rate Data 5/8/10/13」 가입 시

※기재한 데이터 정액 서비스는 4G LTE (au VoLTE 대응) 플랜도 대상입니다

정액료 980엔/월(면세)
「Flat-rate Data 1/2/3」 가입 시

1,480엔/월(면세)

옵션 서비스:신청 필요

월정액료 필요

국제전화 파격할인!

일본 국내에서 대상국가 및 지역으로의 au 국제전화 서비스(010★2 발신) 통화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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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마카오 제외), 필리핀, 한국, 태국, 대만, 베트남,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 브라질, 페루, 미국 본토(알래스카 
제외), 캐나다, 멕시코, 하와이, 괌,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1회 15분 이내(월 50회까지)

au(일본 국내)에서 
대상국가로의 국제전화 통화료 무료★1

15분 이내 
통화는 무료★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