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인증 절차 취소 요청  

2단계 인증 절차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정 사용자의 정보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작성이 완료된 양식을 

twostepcancel@godaddy.com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영업일 3일 이내에 응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정 번호: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도메일 이름을 기입해 주십시오.)  

계정 소유자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회사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 소유자 정보 조직)  

취소 이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 소유자의 정부 발행 ID를 스캔한 사진 또는 디지털 사진을 본 양식에 첨부하였습니다. 이 변경을 요청하는 사람이 계정 소유자가 

아닌 경우 계정 소유자와 요청자의 ID를 모두 제출하십시오.  

회사가  계정  소유자  계정에  있는  경우 , 아래 서명한  사람의  정부  발행  ID 를  스캔한  사진 또는  

디지털  사진  및  회사  확인을  위한  아래  서류  중  하나를  본  양식에  첨부했습니다 .  

(회사명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 IRS에서 발행한 사업 고용주 식별 번호 (Employment 
• Identification number, EIN)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TIN) 또는  1-800-

829-4933번으로 IRS에 문의해서 본 서신의 사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과 주소가 명시된 과세 증명서 
• 상호등록증(Doing Business As 또는 Fictitious Name) 
• 자선 단체임을 증명하는 주정부 발행의 면세 증명서 

등록된 이메일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만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계정 이메일 주소를 변경해야 할 경우, 

changeupdate.com에서 이메일 업데이트를 요청하십시오.   

낮 전화번호 (자사가 질문이 있는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도메인 서비스에게 2단계 인증 절차 취소를 요청합니다. 본인은 위에 나열된 계정 소유자, 또는 계정 소유자가 아닌 경우 계정 소유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요청자임을 증명하고 확인합니다. 2단계 인증 절차가 취소된 후 계정 내 있는 모든 도메인 계정이 등록자를 즉각적으로 이동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등록기관 또는 해당 제휴사는 이 요청에 따라 수행한 작업에 대해 본인 또는 기타 당사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등록기관 또는 해당 제휴사에 대해 제기한 이 요청과 관련하여 모든 주장을 포기 및 해제합니다. 또한·해당 요청, 해당 승인 

또는 이와 연결되어 등록기관에서 수행한 작업과 관련된 제3자 손해배상청구, 작업 또는 요구로부터 발생하는 등록기관 및 해당 

제휴사의·손실,·책임,·손해·또는·비용(적정 변호사 비용 포함)에·대해·변호 및·배상하고·피해를 주지·않는·데·동의합니다.  

서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  
     (계정 소유주 또는 위임받은 요청자 서명)  

이름(정자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