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터넷 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표시된

주소창에 아이담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크롬’을

권장합니다.

*아이담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https://idambiz.com입니다.

2. 아이담 공식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 아이담 공식 홈페이지 주소: https://idambiz.com/

01. IDAM Biz 홈페이지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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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곳에
https://idambiz.com

입력!

https://idambiz.com/front/index.do


3. 아이담 공식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로그인’ 글씨를 클릭합니다.

*이미 아이담 홈페이지 계정이 있다면

11페이지로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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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클릭!



4.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글씨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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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클릭!



5. 약관을 읽은 후, 동그라미를 클릭해

약관에 동의합니다.

6. ’다음으로’ 박스를 클릭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을 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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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파란색체크확인!

클릭!



7. 본인인증 창이 팝업되면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통신사를

선택합니다.

8. 약관 중, 위 4개를 클릭해서

약관에 동의합니다.

9.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선택’ 항목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 IDAM Biz 홈페이지 회원 가입

7 통신사선택

8 약관 4개동의

9 클릭!



10. 본인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합니다.

11. 입력창 왼쪽에 보이는 숫자 또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12. 확인 버튼을 클릭해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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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입력

보안문자입력

클릭!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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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본인 휴대전화로 문자가 전송됩니다.

14. 문자에 기록된 ‘본인확인 인증번호’를

PC 인증창에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 통신사에 따라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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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41

13 문자확인

14 인증번호입력



15. 메일주소, 이름, 비밀번호 등

주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비밀번호는 타인이 알기 어렵도록

충분히 긴(10자이상) 문자+숫자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16.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것으로 회원가입이 완료됩니다.

○ 가급적 퍼블렛 가입 E-mail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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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양식작성

16 클릭!





1. MY IDAM 글씨를 클릭합니다.

*MY IDAM은 아이담 홈페이지의

본인 정보 및 자산, 결제현황을

관리하는 종합 페이지 입니다.

02. IDP 구매

1

클릭!



2. IDAM POINT를 클릭합니다.

○ MY IDAM 페이지는 본인 정보 및 포인트, 결제 등 모든 기능을 한 눈에 보는 관리 페이지 입니다.

02. IDP 구매

2 클릭!



3. ‘포인트 충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모든 적립 내역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IDP 구매

3

클릭!



4. 구매를 희망하는 액수를 입력합니다.

5. 또는 희망하는 액수 만큼 버튼을

클릭해 금액을 설정합니다.

* IDP는 50,000원부터 충전 가능합니다.

○ IDP 충전은 50,000원부터 가능합니다.

02. IDP 구매

4

액수입력

5

금액클릭



6. 무통장 입금을 클릭합니다.

7. 입금자 명을 입력한 후

아래 입금은행을 클릭해

아이담비즈 계좌를 선택합니다.

*입력하신 이름과 입금자 명이

상이한 경우, IDP 충전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8. 충전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입금자명은 반드시 보내는 분 이름과 동일하게 지정합니다.

○ 신청 후 1~3 업무일 내로 관리자 확인 후 IDP 충전이 완료됩니다.

02. IDP 구매

6 무통장입금클릭

7 입금자명입력
계좌선택

8 클릭



9. 입금이 확인되면 ‘MY IDAM’ 

페이지의 ‘포인트 및 적립금’

페이지에 등록됩니다.

*** IDAM biz 고객지원은

한국시간 기준

평일 오전 10:00 ~ 오후 5:00 이며

주말,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 업무시간 외 IDP 송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02. IDP 구매

9 확인





1. ‘MY IDAM’ 페이지의

‘환불신청’을 클릭합니다.

03. IDP 환불

1 클릭!



2. ‘환불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03. IDP 환불

2 클릭!



3. 환불 받을 계좌와 예금주

이름, 환불 금액을 입력합니다.

4. ‘신청하기’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03. IDP 환불

3 양식작성

4 클릭!



5. 환불 신청이 완료되면

환불 신청 페이지에 ‘정산 대기’

상태로 등록됩니다.

* 약 1~3 업무일 내로 관리자 확인

후 지정한 계좌로 환불이 완료됩니다.

○ 환불 신청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실 환불 금액은 신청 금액과 다릅니다.

03. IDP 환불

5 확인





1. MY IDAM 페이지에서 ‘IDP 외부 전송’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IDP는 코인 또는 토큰이 아닌 포인트이므로 일반 암호 화폐 지갑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 IDP는 아이담 공식 홈페이지와 퍼블렛에서 전송, 결제수단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04. IDP 송금 (아이담 홈페이지 퍼블렛)

1 클릭!



2. 본인 명의의 퍼블렛 계정을 입력한

후 전송할 수량을 입력합니다.

3.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한 번 지정한 퍼블렛 계정은 임의로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변경 희망 시, MY IDAM 페이지의 1:1 문의로 요청 부탁드립니다.

○ Publet 앱 계정 주소는 E-mail 형태입니다. E-mail 주소를 도메인까지 끝까지 적어주세요. (예시: xxxxxx@gmail.com)

04. IDP 송금 (아이담 홈페이지 퍼블렛)

2 작성!

3 클릭!



4.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확인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전송이 완료되면 전송이

완료되었다는 안내 창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해 종료합니다.

04. IDP 송금 (아이담 홈페이지 퍼블렛)

4 확인

5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