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독) 두들리SMS 가입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본인, 대표자 또는 직원 이름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청인이 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닐 경우 신청인의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본인 또는 직원이 아닌 경우 가입에 제한됩니다.
2. 사업자 정보는 함께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과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현
재 사업장 정보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담당자 연락처는 안내문자(가입 안내, 입금 안내, 고객센터 등)를 받기 위해 문자 수신 가
능한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4. 아이디는 영문, 숫자 조합으로만 가능하며, 특수문자 또는 이메일 형식은 불가능합니다.
5. 최초 가입 이후 담당자, 사업자 정보, 발신번호 통신사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보변경 신
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하며, 이때 [정보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셔
야 합니다.
담당자, 사업자 정보, 발신번호 통신사가 변경되었지만 두들리 컴퍼니(이하 ‘회사’)로 [정보변
경 신청서]와 함께 요청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6. 발신번호등록은 [발신번호등록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등록 가능하며, 등록할 발신번호
가 여러 개 일 경우 각 번호별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발신번호의 가입자명의가 직원일 경우 재직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하며,
사업장의 대표 또는 직원이 아닌 번호는 등록에 제한됩니다.
7. 문자발송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미흡할 경우 회원가입, 발신번호 등록
처리가 보류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신청인 정보
신청인 이름

신청인 연락처

(대표자 이름 또는 직원 이름)

신청인 이메일

직책

2. 사업자 정보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 사업자
주소
세금계산서
발급용이메일

연락처

3. 담당자 정보
담당자 이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안내문자(알림톡)를 받기 위해
휴대폰번호만 가능합니다.

3. 계정 정보
임의 생성 후 담당자 연락처로

아이디

비밀번호

영문, 숫자 조합으로만 가능하
며, 특수문자 또는 이메일 형
식은 불가능합니다.

문자전송
(사이트 방문하여 변경필수)

서비스
이용용도
4. 필요 서류
공통
□ 신청인 신분증(사본)
□ 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서(서명)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 (신청인이 직원일 경우) 재직증명서

5. 동의 사항
□ 개인정보 활용 동의(필수)
본 신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가입한 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 가입자는 상기와 같이 두들리문자 가입을 신청합니다.

ㅁㅁㅁㅁ년 ㅁㅁ월 ㅁㅁ일
신청인

● 문의 이메일 : support@dudley.co.kr
● 문의 연락처 : 070-4134-2178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