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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구가 에 있고 문이 없어요!오른쪽

오리지널 모델

네프론이란? 네프론은 우리 몸 콩팥에 있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콩팥이 우리 몸의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하듯이, 수퍼빈의 네프론은 우리 주변의 쓰레기를 수집하고 


재활용하여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네프론에 

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투입하면 환경을 지키고 금전적 보상

PP뚜껑 전용 기기로 투입구가 길어요!투입구가 에 있고 문이 있어요!왼쪽

베이직 모델 베이직 PP 모델

투입구 문이 없는 오리지널 모델, 투입구 문이 있는 베이직 모델 2가지가 여러분 주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투입구로 인해 사용성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잘 확인해 주세요!!



네프론별  확인하기투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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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론 모니터로 확인하기

TIP

네프론 모니터를 보면 

투입 가능 자원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입 가능 여부도 나타나 

있습니다!

[네프론 오리지널] [네프론 베이직] [네프론 베이직 PP]

투입가능자원

안내 영역



[홈페이지]

 수퍼빈 앱 실
 로그
 위치 탭 클
 알고 싶은 네프론 명칭 

또는 지역 검
 네프론 클
 투입가능자원 확인하기

[앱]

 수퍼빈 홈페이지 접속
 [위치 검색] 메뉴 클
 알고 싶은 네프론 명칭 

또는 지역 검
 네프론 클
 투입가능자원 확인하기

TIP

수퍼빈 앱을 설치하시면 
투입 가능 자원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입 가능 여부도 볼 수 있
습니다!

수퍼빈 앱/홈페이지로 확인하기



투입자원 하기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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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론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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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투입 가능한 자원과 각 자원별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입구에 투명 페트병 혹은 

음료캔을 투입해주세요.

[그만넣기] 버튼은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 투입하시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투입 가능 여부를 

판별 중인 화면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만넣기] 버튼은 투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누르는

버튼으로, 버튼이 계속 

노출되어도 무시하시고, 

가져오신 자원을 다 투입하신 후 
누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위치한

투입구에 하나씩

천천히 넣어주세요!

투입 가능으로 판별 되었다면 

처리 완료 화면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넣을 게 있다면 투입구에 

바로 투입해 주시고, 없다면 


를 눌러주세요.[그만넣기]

1 2
6

3 4

네프론 오리지널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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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론 오리지널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포인트를 적립할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마지막 화면입니다. 오늘 적립 

포인트, 총 적립포인트, 일일 

투입 개수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포인트와 본인 이름이 

노출됩니다. 본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본인 정보가 아닌 경우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다시 

입력 바랍니다.

투입 불가능으로 판별 되었다면 

거절 화면이 발생하며, 자원이 

밖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추가로 넣을 게 있다면 투입구에 

바로 투입해 주시고, 없다면 

[그만넣기]버튼을 눌러주세요.

페트병/음료캔이 아닌 경우

투입하지 말아주세요.

본인이 아닌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할 경우 수퍼빈 


약관에 의거하여 본인 포함 


타인의 계정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네프론 베이직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1번 영역의 [시작] 버튼을 


눌러주세요.

투입 가능한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적립할 본인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본인이 아닌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할 

경우 수퍼빈 약관에 


의거하여 본인 포함 


타인의 계정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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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1



네프론 베이직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3 4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1

2

1번 영역에 본인 이름이 

노출됩니다. 본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본인 정보가 아닌 경우 

의 [다시입력] 


버튼을 눌러 다시 입력 

바랍니다.

2번 영역

수퍼빈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름 영역에 

전화번호 뒷자리만 노출됩니다.

투입구가 열리면 투명 페트병 
혹은 음료캔을 투입해주세요

<00/100개>라고 적혀있는 

경우 100개가 한 사람이 그 

네프론에 투입할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뜻합니다.

추가로 넣을 게 있다면 

투입구가 열릴 때 투입해 

주시고, 없다면 의

[적립]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 영역

투입구 문이 

열리면 천천히

한개씩 

투입해주세요!

1



네프론 베이직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5 6

마지막 화면입니다.

오늘 적립 포인트, 총 누적 

포인트 확인 가능합니다.

1

투입 불가능으로 판별 

되었다면 거절 화면이 

발생하며, 투입구가 열리고 
자원이 밖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자원을 꺼낸 후 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 영역

페트병/음료캔이 아닌 경우
투입하지 말아주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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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적립할 본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해주세요.

1

1번 영역의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PP 뚜껑만 투입이


가능합니다.

네프론 베이직 PP뚜껑 모델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본인이 아닌 타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할 

경우 수퍼빈 약관에 


의거하여 본인 포함 


타인의 계정까지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4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1

2

1번 영역에 본인 이름이 

노출됩니다. 본인 이름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본인 정보가 아닌 경우 

의 [다시입력] 


버튼을 눌러 다시 입력 

바랍니다.

2번 영역

수퍼빈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름 영역에 

전화번호 뒷자리만 노출됩니다.

투입구가 열리면 PP뚜껑을 

투입해주세요.

(흰색, 투명, 반투명만 가능)

추가로 넣을 게 있다면 

투입구가 열릴 때 투입해 

주시고, 없다면 의

[적립]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 영역

1

네프론 베이직 PP뚜껑 모델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5 6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네프론 베이직 PP뚜껑 모델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1

마지막 화면입니다.

오늘 적립 포인트, 총 누적 

포인트 확인 가능합니다.

PP 뚜껑이 아닌 경우에는 
투입하지 말아주세요.

투입 불가능으로 판별 되었
다면 거절 화면이 발생하며, 

투입구가 열리고 자원이 밖
으로 되돌아 나옵니다.

자원을 꺼낸 후 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1번 영역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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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미리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설치 방법은 수퍼빈 앱 사용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퍼빈 앱을 설치 후 실행해 


주세요.

아이디/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 방법은 수퍼빈 앱 


사용법 매뉴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4

네프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미리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1번 영역
2번 


영역

의 [네프론 

등록하기] 혹은 하단 

의 [위치]를 

클릭하세요.

1번 영역

2번 영역

의 검색창을 클릭
하여 검색하고 싶은 네프론 
이름, 지역명, 주소 등을 

입력하고 의 우측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검색한 단어가 포함된 네프
론은 모두 노출됩니다.

1 2

1

2



네프론 이름 왼쪽에 현재 

네프론 상태가 노출됩니다.

              일 때 방문하시길
권해 드려요!

5

검색결과 창을 터치한 상태
로 위로 끌어올리면 더 많은 

네프론들을 확인할 수 있어
요.

6

사용 가능

네프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미리

[실시간 상태 의미] 

사용 가능한 네프론

고장 상태로 사용할 수 없음

내부 회수함이 꽉 차서 


더 이상 투입이 불가한 상태

사용 가능

사용 불가

용량 꽉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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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프론을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미리

즐겨찾기로 지정된 


네프론은 의 


홈화면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1번 영역

검색 목록을 하나 클릭하면 


상세 정보가 펼쳐져요.

1번 영역의 우측 별을 


누르면 즐겨찾기로 지정!

내가 자주 사용하는 


네프론을 즐겨찾기로 


지정해보세요.

즐겨찾는 네프론은 최대 


10개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1

1



감사합니다.

쓰레기도 돈이다, 재활용도 놀이다. www.superb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