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문자/선거홍보전화/투표독려 가입신청서

(우)08389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61, 1303호(구로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 2차)

고객센터: 1600-7737 / FAX : 02)6499-3116

고객정보

고  객  명 
(가 입 자)

성  명 주민번호(앞6자리)

소 속 구분(출마,단체명)
휴대폰 전화번호
팩  스 e-mail
주  소

실무책임자 성  명 휴대폰

 
□(선거)문자(동보통신)가입신청(vat별도) ┃ 

문자요금(동보문자) ○SMS:    원/LMS:     원/mms:     원  ○선불충전/(가상)계좌: 충전 페이지 참조
문자요금(동보 외 문자) ○SMS:    원/LMS:     원/mms:     원  ○선불충전/(가상)계좌: 충전 페이지 참조

  * 특수번호(050번호 및 대표번호)는 별도 과금됩니다. 
□선거 홍보전화 가입신청(vat별도) ┃ 설치희망일:

통화요금 ○통화요금 : 시/내외 39원/3분  휴대폰 14.5원/10초  신청 회선수
기본료 ○ 기본료 : 
설치비 ○ 설치비 :

  * 발신번호 표시를 위해서 통신사의 “통신가입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입금계좌 하나은행(큰사람커넥트) 531-910016-61005

□투표 독려 전화 가입신청(vat별도) 희망일:
통화요금 ○ 통화요금 : 시/내외 39원/3분  휴대폰 14.5원/10초  
기본료 ○ 기본료 : 없음

  * 발신번호 표시를 위해서 통신사의 “통신가입증명원”이 필요합니다. * 입금계좌 하나은행(큰사람커넥트) 531-910016-61005

□문자 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위탁동의서

문자발송량 제한 
예외처리 신청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를 전송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상기 발송목적 및 용도와 다르게 다량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서비스 이용 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모든 민 형사상
  의 책임을 부담한다.
⦁본인은 법률을 위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위법사실 및 관련 정보를 관할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공하는것에 동의한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동 서비스를 통해 1일 발송한도(500건)를 초과하여 다량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자 하오니 예외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위탁 동의서

  이 계약과 관련하여 서비스 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활용시 서비스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위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사업자,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신청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기타 정책자료로 활용할수 있습니다.

기 타 사 항 ⦁단말기 대금 미결제 가입자는 사용중지시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 반납하지 않을시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할법원 :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본 계약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며, ㈜큰사람커넥트의 인터넷전화(문자서비스 포함) 서비스 이용약관(www.eyagi070.co.kr 
및  sms.eyagi070.co.kr)에 정한 바에 따라 가입신청 합니다. 

□서명 고 객 명 :               (인) 신청일           년         월         일

※ ㈜큰사람커넥트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후보님의 정보를 방화벽 및 내/외부망 분리 등 안정적인 방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로서 후보님의 정보 유출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반계약 계약자명 :               (인) 영업자명:          핸드폰:

□지인계약 지인명:
현    지 
본부장명: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