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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자원정보센터 

개인 회원가입 매뉴얼 



1  
회원가입하기  

   

 www.re.or.kr 접속하여  우측 상단  [회원가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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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하기  

   

[개인회원] 회원가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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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원 : 순환장터(중고, 기부물품) 및 정보 서비스 이용 

* 어린이 회원 : 만 14세 미만 회원가입 시 이용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이용)  



모든 이용 약관에 동의 체크 (미동의 시 가입 불가) 

1  
회원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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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명인증하기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원하는 인증 방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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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아이핀(I-PIN)은 홈페이지 가입 전 사전 가입 시 인증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은 휴대폰 명의가 본인인 경우 인증가능 (알뜰폰 인증가능) 



인증 수단1 : 간편본인확인(앱) 

* 자세한 방법은 8페이지 참고 

  

실명인증하기 (수단 선택) 

인증수단3 :  아이핀 인증 

 * 자세한 방법은 10페이지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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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핀 회원인 경우 

 아이핀 ID와 비밀번호, 

 보안문자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2. 아이핀 회원이 아닌 경우 

 신규발급 눌러서 아이핀  

 회원가입! 

인증 수단2 : 휴대폰본인확인(문자) 

* 자세한 방법은 9페이지 참고 



3
  

기본 정보 입력 / 회원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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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정보 입력(* 표시는 필수입력사항으로 반드시 기입) 후 저장(가입)하기 → 회원가입 완료 



[참고] 재가입 시 회원정보 복구 (탈퇴 전 거래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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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정보 복구/사용 클릭하면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고 홈페이지 설명에 따라 진행한다. 



[참고] 실명인증 (수단1. 간편본인확인-앱)  

①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② 간편본인확인(앱) 클릭 
    → 공란 기입 후 확인 

③ 휴대폰으로 발송 된 앱 설치  
     → 앱 실행 후 비밀번호 입력   → 홈페이지 [확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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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 중인 통신사 선택 

  

[참고] 실명인증 (수단2. 휴대폰인증-문자)  

② 휴대폰본인확인(문자) 클릭 
    → 공란 기입 후 확인 

③ 휴대폰으로 발송된 인증 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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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입니다.  

아이핀을 이용하면 주민번호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  안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 

i-PIN (Internet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이란? 

여기서 잠깐~!! 

I – PIN 인증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검증 방법 주민등록번호 실명확인+ 신원확인 주민등록번호+이름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저장 웹사이트 저장 안됨 개별 웹사이트에 저장 

유출 위험 

주민등록번호 외부노출 가능성 적음. 

I-pin 노출 시 폐지/신규발급 가능 

주민번호 노출시 변경 불가능 

주민등록번호 외부노출 가능성 많음 

사용 방법 
신원확인 후 본인 확인기관에서 I-PIN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확인시 I-PIN 아이디/PW사용 
웹사이트에서 본인 확인 시 주민번호 사용 

▷ i-PIN인증 vs 주민등록번호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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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명인증 (수단3. 아이핀)  



1 

2 3 

① 회원인 경우 : 로그인 
          비회원인 경우 : 신규발급 

② 약관 동의란 체크 → 확인   ③ 사용자 정보 입력 → 확인 

<아이핀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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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명인증 (수단3. 아이핀)  

★ 아이핀 회원인 경우 

 아이핀 ID와 비밀번호, 

 보안문자 입력 후 

 확인버튼 클릭! 



④ 신원확인 
  (휴대폰인증 등 선택사항) 

⑤ 승인번호 입력 → 확인 ⑥ 사용자 정보 입력 →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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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실명인증 (수단3. 아이핀)  



다음과 같은 에러메세지가 나올 경우, 확인 후 다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아이핀 문의 전화: 157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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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이핀 에러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