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처콜 교원안심번호(050) 이용신청서(신규, 변경, 해지) 

1. 고객정보 

학교명(법인명)  학교 고유번호  

결제 방식 선택 티처콜 □ 학교장터 □ 사용료 결제 선택 월 납 □ 년 납 □ 

우편 청구서 발행 발행 □ 미발행 □   

사업장 주소  

담당자명/ 

연락처(무선) 
/ 010 -      - 담당 이메일 @ 

행정실 연락처[유선]  행정실 이메일 @ 

학교 대표번호[유선]  사용기간 202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기본 서비스인 안심번호 사용료는 월 50,000 원(부가세 별도) 이며, 년 선납(월납 선택) 가능합니다. 

-매월 발행되는 청구서는 위의 기재된 행정실 메일로 청구알림 메일이 전송됩니다.  

-우편 청구서는 총 청구금액이 1 만원 이상인 청구서에 대해서 우편 발행 가능합니다. (* 미발행 선택시, 미납된 내역에 대해 6 개월 

단위로 우편청구서가 발송 되며, 통보없이 1 개월 이상의 청구서 미납시 서비스 사용이 중지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2. 부가 통신 서비스 (선택) 

 안심 문자 발송 사용(유료) 사용 □ 안심 발신 서비스 사용(유료) 사용 □ 

안심 문자 월 한도 금액(선택)                  원 안심 발신 월 한도 금액(선택)                 원 

 
-안심 문자는 유료이며, 단문 11 원/ 장문 28 원/ 이미지 문자 63 원으로 사용료와 합산하여 청구 되며, 후불 결제 입니다. 

-안심 발신 변경 서비스는 유료이며, 30 초 당 10 원으로 사용료와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개인 통화료 별도 부과) 

또한 전월 사용료 대한 안심발신, 문자 이용비용에 대한 청구서는 매월 초 발행됨을 기본으로 하며, 1 개월 이상 미납시 사용이 중지 

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참고 : 안심 문자 및 안심 발송 한도금액(/월) 설정 가능, 미 사용시 서비스를 중지 가능) 

3. 추가 참고사항 

* 번호의 신청 및 부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서비스 이용신청서는 전기통신사업법령에 근거한 기간통신사업자로써 050 번호 재판매에 한합니다. 

(2) 050 번호는 기본적으로 ㈜티로그텔레콤이 가용 번호에 한하여 자동 부여합니다. 

(3) 기본료(학교 당 50,000 원(VAT 별도)/월)는 당사 표준 이용약관을 준용 합니다.(* 녹취 기본료 포함[무료] ) 

(4) 사용자의 안심번호에 대한 이용내역을 최대 1 년 보관 및 조회 가능합니다.    

*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한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번호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본 신청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 및 부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부여된 번호를 사용한 서비스 내용이 본 신청서의 번호 사용 목적과 다르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3) 부여된 번호를 제 3 자에게 임대하거나, 공동 사용, 재판매 등의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경우 

(4) 전기통신관련 법령 및 ㈜티로그텔레콤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경우 

* 필수 첨부 서류 

학교 고유번호증 사본 

 

본 신청서는 계약서와 동일하며, 상기 계약 기간 만료일 전까지 계약 연장을 위한 “연장 동의서”에 신청인이 동의 할 경우, 계약은 

다시 1 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본 신청인은 귀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하며, 상기와 같이 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일   20     년     월    일            학교장(신청인)                     (담당자 서명  또는 학교 직인)                                                                                        

 
 

 (지사 기재란)  

지사명  담당자명  
 

주식회사 티로그텔레콤 

부산시 연제구 쌍미천로 141 번길 22, 3 층 (연산동) 

고객센터: 1877-2606 이메일: cs@tlogte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