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oshot (B2C)

발신(회신)번호 사전등록 설명서

2015. 9

크로샷 닷컴/팝/프로/인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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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웹
 마이크로샷 > 회신번호 설정

회신번호 등록

화면 설명
1. 회신번호 등록
회신전호를 인증 방법
① 휴대폰 문자 인증
② ARS 인증
③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인증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접수)
*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은
해당번호의 통신사에 문의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신번호는 기본 10개까지 입력
가능하며, 추가 필요시에는 크로샷
고객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

1

* 청약시에 부여받은 030번호는 별도
인증없이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므로
회신번호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등록가능한 번호 세칙(KISA)
1)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2)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3) 대표 전화번호(15YY, 16YY, 18YY)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4)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5) 발신번호가 15YY, 16YY 등
대표번호서비스인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8자리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6) 발신번호가 030, 05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12자리 한해서 문자메시지 발송
2. 인증된 회신번호 목록
등록된 번호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삭제시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
3

크로샷 웹
 마이크로샷 > 회신번호 설정 > 회신번호 인증

회신번호 인증

화면 설명

1

1. 휴대폰 인증
입력한 번호로 인증번호 6자리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문자내용>
“[올레비즈크로샷 회신번호 등록]
인증번호는 [000000]입니다.
고객센터 080-25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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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요청후 5분이상 소요시
인증을 다시 시도해 달라는 안내가
뜹니다.)

2. ARS 인증
입력한 번호로 전화가
수신됩니다. (인증번호 2자리)
<ARS 내용>
“안녕하세요. 회신번호 등록을
위한 ARS 인증 서비스입니다.
인증번호를 화면 입력창에
입력해주세요.
인증번호는 00입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1번,
종료하시려면 *를 눌러주십시오.”
인증문자와 ARS의 발신번호는
02-258-03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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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웹
 메시지 발송 (문자/포토/포토플러스/이모티콘/음성/설문조사/팩스 공통)

메시지 발송시 체크

화면 설명
1. 회신번호 입력
기존과 동일합니다.
2. 메시지 발송
문자/포토/포토플러스/이모티콘
/음성/설문조사/팩스 공통
“마이크로샷 > 회신번호 설정”
에서 인증받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 발송시 발송 확인창에서
안내 (발송확인창은 다음페이지
참고)

1

* 청약시에 부여받은 030번호는
별도 인증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회신번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송시 030번호의 소유여부
체크, B2C서비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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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웹
 메시지 발송 (팩스 메시지)

팩스 메시지 발송시 체크

화면 설명
1. 팩스 메시지 발송
* 기존에 표시하던 030번호는
그대로 표시합니다.
* 발송 관련 내용은 다른
메시지창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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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웹
 메시지 발송 안내 (문자/포토/포토플러스/이모티콘/음성/설문조사/팩스 공통)

메시지 발송 안내 팝업

화면 설명
미인증 회신번호 발송시

인증받은 회신번호로 발송시

미인증 회신번호로 발송시 안내

1. 안내 문구
인증된 회신번호가 아니므로,
메시지 발송 불가 안내
2. 회신번호 등록 바로가기
클릭시 회신번호 등록페이지가
새창으로 뜹니다.
(크로샷웹 > 마이크로샷>
회신번호 설정)
3. 보내기 버튼
보내기 버튼 클릭시 발송 불가
alert(안내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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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창
인증된 회신번호가 아니므로,
메시지 발송이 불가하다는 안내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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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웹
 마이크로샷 > 환경설정

환경 설정

화면 설명
1. 회신번호 입력
메시지 발송시 사용하는
회신번호 입력시 인증받지 않은
번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안내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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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Pro
 크로샷 프로 > 환경설정

회신번호 설정

화면 설명
1. 회신번호 조회 및 등록
회신번호 조회 및 등록은
“크로샷 웹> 마이크로샷 >
회신번호 설정”을 새창으로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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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Pro
 크로샷 프로 > 메시지 발송 (문자/포토/음성/설문조사/팩스 공통)

메시지 발송시 체크

화면 설명
1. 회신번호 입력
기존과 동일합니다.
2. 메시지 발송
문자/포토/음성/설문조사/팩스
공통
“크로샷 웹 > 마이크로샷 >
회신번호 설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 발송시 발송
확인창에서 안내 (발송확인창은
다음페이지 참고)
* 청약시에 부여받은 030번호는
별도 인증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회신번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송시 030번호의 소유여부
체크, B2C서비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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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Pro
 크로샷 프로 > 메시지 발송 (팩스 메시지)

팩스 메시지 발송시 체크

화면 설명
1. 팩스 메시지 발송
* 기존에 표시하던 030번호는
그대로 표시합니다.
* 발송 관련 내용은 다른
메시지창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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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Pro
 크로샷 프로 > 메시지 발송시 안내 (문자/포토/음성/설문조사/팩스 공통)

메시지 발송 안내 팝업

화면 설명
미인증 회신번호 발송시

인증받은 회신번호로 발송시

미인증 회신번호로 발송시 안내

1. 안내 문구
인증된 회신번호가 아니므로,
메시지 발송 불가 안내
2. 회신번호 등록 바로가기
클릭시 회신번호 등록페이지가
새창으로 뜹니다.
(크로샷웹 > 마이크로샷>
회신번호 설정)
3. 보내기 버튼
보내기 버튼 클릭시 발송 불가
alert(안내창)이 뜹니다.

1

4. 안내창
인증된 회신번호가 아니므로,
메시지 발송이 불가하다는 안내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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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POP
 크로샷 팝 > 메시지 발송 (문자/포토/음성/팩스 공통)

메시지 발송시 체크

화면 설명
1. 회신번호 입력
기존과 동일합니다.
2. 메시지 발송
문자/포토/음성/팩스 공통
“크로샷 웹 > 마이크로샷 >
회신번호 설정”에서 인증받지
않은 번호로 메시지 발송시 발송
확인창에서 안내 (발송확인창은
다음페이지 참고)
* 청약시에 부여받은 030번호는
별도 인증없이 사용 가능하므로
회신번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발송시 030번호의 소유여부
체크, B2C서비스에 한함)
3. 030 번호 표시
팩스메시지창에서 기존에
표시하던 030번호는 그대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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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POP
 크로샷 팝 > 환경설정

회신번호 설정

화면 설명
1. 회신번호 조회 및 등록
“회신번호 조회 및 등록”은
“크로샷 웹> 마이크로샷 >
회신번호 설정”을 새창으로 띄움

1

크로샷 POP
 크로샷 팝 > 메시지 발송시 안내 (문자/포토/음성/팩스 공통)

메시지 발송 안내 팝업

화면 설명
미인증 회신번호 발송시

인증받은 회신번호로 발송시

미인증 회신번호로 발송시 안내

1. 안내 문구
인증된 회신번호가 아니므로,
메시지 발송 불가 안내
2. 회신번호 등록 바로가기
클릭시 회신번호 등록페이지가
새창으로 뜹니다.
(크로샷웹 > 마이크로샷>
회신번호 설정)
3. 보내기 버튼
보내기 버튼 클릭시 발송 불가
alert(안내창)이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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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창
인증된 회신번호가 아니므로,
메시지 발송이 불가하다는 안내
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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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INSIDE
 크로샷 인사이드 > 가입자정보수정 > 회신번호 설정

회신번호 설정

화면 설명
1. 회신번호 등록
회신전호를 인증 방법
① 휴대폰 문자 인증
② ARS 인증
③ 통신 서비스 이용 증명원 인증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접수)
* 통신서비스 이용 증명원 발급은
해당번호의 통신사에 문의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신번호는 기본 10개까지 입력
가능하며, 추가 필요시에는 크로샷
고객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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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시에 부여받은 030번호는 별도
인증없이 메시지 발송이 가능하므로
회신번호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 등록가능한 번호 세칙(KISA)
1) 유선전화번호 : 지역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2) 이동통신전화번호 : 010-ABYYYYYY
3) 대표 전화번호(15YY, 16YY, 18YY)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4) 공통서비스식별번호 (0N0계열) :
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금지
5) 발신번호가 15YY, 16YY 등
대표번호서비스인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8자리에 한에서만
문자메시지 발송
6) 발신번호가 030, 050으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12자리 한해서 문자메시지 발송
2. 인증된 회신번호 목록
등록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시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크로샷 INSIDE
 크로샷 인사이드 > 회신번호 설정

회신번호 인증

화면 설명

1

1. 휴대폰 인증
입력한 번호로 인증번호 6자리가
문자로 발송됩니다.
<문자내용>
“[올레비즈크로샷 회신번호 등록]
인증번호는 [000000]입니다.
고객센터 080-258-0303”

2

(인증 요청후 5분이상 소요시
인증을 다시 시도해 달라는 안내가
뜹니다.)

2. ARS 인증
입력한 번호로 전화가
수신됩니다. (인증번호 2자리)
<ARS 내용>
“안녕하세요. 회신번호 등록을
위한 ARS 인증 서비스입니다.
인증번호를 화면 입력창에
입력해주세요.
인증번호는 00입니다.
다시 들으시려면 1번,
종료하시려면 *를 눌러주십시오.”
인증문자와 ARS의 발신번호는
02-258-03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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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샷 INSIDE
 크로샷 인사이드 > 환경설정

환경 설정

화면 설명
1. 환경설정에서 회신번호
등록으로 이동
“회신번호 조회 및 등록
“을 클릭하면,
“크로샷 인사이드> 회신번호
설정”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