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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원가입 및 보안설정.



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4

a. 회원가입

1. 회원 가입 버튼을 선택하세요.

베리드월렛의모든서비스는회원중심으로이루어집니다. 

반드시회원가입후이용하시기바랍니다.



2. 서비스 접속 국가를 선택하세요.

5

대한민국내사용하는사용자는국내서비스이용자로

해외에거주하시는분들은해외서비스이용자로가입해주세요.

a. 회원가입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3. 이용약관에 동의해 주세요.

베리드월렛서비스이용약관과본인인증을위한

통신사이용약관에 모두동의해주세요.

6

a. 회원가입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4. 가입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7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통신사및전화번호를입력하신후

본인인증을거치시면다음단계로진행할수있습니다.

a. 회원가입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5. 이메일을 통해 인증을 받아주세요.

가입시입력한해당아이디(이메일)로인증메일이발송됩니다.

메일에서‘인증하기’버튼을눌러3시간이내로인증을해야가입이완료됩니다.

3시간이지나면인증유효시간이만료되어재인증받아야합니다.

1

2

8

a. 회원가입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6. 개인키를 저장해 주세요

이메일인증후로그인을하시면회원가입완료와함께

최초지갑의개인키를드립니다.

9

a. 회원가입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 개인키 보관 방법 안내

전달드린개인키는서버에보관 (베리드월렛제공서버보관)하시거나

휴대폰에보관 (베리드월렛App 보관) 하시는방법이있으며둘다원하시지

않으실경우개인이알아서보관하실수있습니다.

10

a. 회원가입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7. 보안코드를 설정하십시요.

설정하기버튼을누르시면보안코드설정화면으로이동합니다.

(나중에설정하시기를원하실경우건너뛰기버튼을누르시면됩니다.)

11

b. 보안코드및지문설정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8. 여섯 자리의 보안코드를 입력하세요.

보안코드최초입력 입력한보안코드확인

설정완료

1 2

3

12

입력한보안코드는본인이기억할수있으면서

타인이쉽게추측하기어려운번호로입력하셔야합니다.

b. 보안코드및지문설정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9. 지문 정보를 입력하세요.

설정하기버튼을누르시면지문인식설정화면으로이동합니다.

(나중에설정하시기를원하실경우건너뛰기버튼을누르시면됩니다.)

최종가입완료안내 메뉴> 내정보관리> 지문입력및변경

13

b. 보안코드및지문설정Ⅰ.  회원가입및보안설정

App 전용



Ⅱ  로그인.



Ⅱ. 로그인

Case 1. 아이디(이메일)와 비밀번호
입력하여 로그인

15

아이디저장을체크하시면이메일주소가저장됩니다.



Ⅱ. 로그인

Case 2. 보안코드 간편 로그인

16

아이디로한번로그인하셨던분들중

보안코드를설정한분들이이용가능하며

숫자여섯자리를입력하시면로그인이됩니다.



Ⅱ. 로그인

Case 3. 지문 로그인

17

아이디로한번로그인하셨던분들중

지문로그인을설정한분들이이용가능합니다.

App 전용



Ⅱ. 로그인

로그인이 완료되면
Wallet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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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갑 관리.



1. 지갑 추가(1)

메뉴버튼을누르고내지갑버튼을누릅니다.

20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 메인에서 지갑을 추가 하려면
아래 위치의 지갑 추가 버튼을 선택하세요.

21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2. 지갑 추가(2)

보유상황버튼누르고지갑추가버튼을누릅니다.

지갑추가메뉴> 내지갑> 보유상황

22

2

1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23

3. 지갑 추가(3)

①코인종류–항상베리드코인지갑이기본으로설정되어있습니다.

(혹시이더리움지갑을만드시려면코인종류를변경하세요.)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24

4. 지갑 추가(4)

②지갑명–원하는지갑명을입력하세요

(지갑명을입력하지않으시면지갑주소일부가표시됩니다.)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25

5. 지갑 추가(5)

③지갑공개여부–보내기에서회원검색시노출시키기싫은지갑이

있으시면비공개하시면 됩니다.

(지갑을공개하셔야회원검색에서지갑이검색됩니다.)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내지갑에서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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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키 보관하기

지갑생성시주어지는개인키를반드시안전한곳에보관하세요.

분실된개인키는다시찾으실수없습니다.

(개인키보관에대한설명은회원가입의개인키설명부분은참고하세요)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27

지갑이 생성되면
Wallet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7. 지갑명 수정(1)

메뉴버튼을누르고내지갑버튼을누릅니다.

28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8. 지갑명 수정(2)

보유상황버튼누르고수정버튼을누릅니다.

지갑수정메뉴> 내지갑> 보유상황

29

2

1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30

9. 지갑명 수정(3)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지갑명–수정을원하는지갑명을입력하고확인을누르세요.

(지갑명을입력하지않으시면지갑주소일부가표시됩니다.)



10. 지갑 삭제(1)

메뉴버튼을누르고내지갑버튼을누릅니다.

31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11. 지갑 삭제(2)

보유상황버튼누르고지갑삭제버튼을누릅니다.

지갑삭제메뉴> 내지갑> 보유상황

32

2

1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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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갑 삭제(3)

Ⅲ.  지갑관리 a. 지갑생성및관리

해당지갑의개인키를입력하고확인버튼을누릅니다.

(서버나App에저장하신경우내지갑> 지갑주소> 개인키보기에서

개인키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



1. ERC 20 커스텀 토큰 추가(1)

메뉴버튼을누르고내지갑버튼을누릅니다.

(내지갑> 보유상황> 이더리움지갑에도 버튼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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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갑관리 b. 커스텀토큰추가및관리



35

2. ERC 20 커스텀 토큰 추가(2)

Ⅲ.  지갑관리 b. 커스텀토큰추가및관리

Token Contract 주소만입력하면

자동으로토큰기호와소수자릿수가입력됩니다.



36

3. ERC 20 커스텀 토큰 추가(3)

Ⅲ.  지갑관리 b. 커스텀토큰추가및관리

토큰이추가되면이더리움지갑아래에해당토큰이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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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이더월렛의 베리드는
아래의 지갑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Ⅲ.  지갑관리 b. 커스텀토큰추가및관리

반드시지갑명칭앞에ETH라고적힌지갑에보내시기바랍니다.

BRT 지갑에보내실경우코인이유실됩니다.

ETH

ETH



1. 신코인 전환(1)

신코인전환이필요한베리드코인을선택합니다.

(내지갑> 보유상황> 이더리움지갑의 베리드에도버튼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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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갑관리 c 신코인전환



2. 신코인 전환(2)

기다리시면자동으로전환되어베리드코인에삽입됩니다.

(장시간전환이작동하지않을경우

Q&A 게시판을통해문의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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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갑관리 c 신코인전환



Ⅳ  코인 보내기.



Ⅳ. 코인보내기

1. 지갑을 선택하고 보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41

(지갑이많은경우아래로스크롤하시면찾으실수있습니다.)

a. 베리드코인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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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인보내기

2. 보내기 항목을 입력합니다.

1) 지갑선택–보내고자하는지갑을확인합니다.

2) 보낼수량–보내고자하는코인의수량을입력합니다.

3) 지갑주소–코인을받을지갑주소를입력합니다.

a. 베리드코인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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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인보내기

3. 모두 보내고 싶을 경우
모두 보내기 버튼을 입력합니다.

(보유한지갑의베리드전체가입력됩니다.)

a. 베리드코인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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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인보내기

※ QR 촬영 선택 시 지갑주소를
읽을 수 있습니다.

금액까지포함된지갑의QR코드가스캔될경우금액도자동으로입력됩니다.

(이더리움지갑에서도동일하게작동합니다.)

a. 베리드코인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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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인보내기

4. 회원을 검색합니다.

(같은베리드회원인경우에는검색이가능합니다.)

a. 베리드코인보내기



5. 이름, 휴대폰 번호, 아이디(이메일) 중
하나로 검색합니다.

46

(검색어를입력하실때에는전체정보를입력하시기바랍니다.)

Ⅳ. 코인보내기 a. 베리드코인보내기



6. 검색한 회원의 지갑을 선택합니다.

47

(해당회원이공개한지갑만표시됩니다.)

Ⅳ. 코인보내기

1

2

a. 베리드코인보내기



7. 전송할 내용을 확인하고 보냅니다.

정보입력후전송하기화면 전송할정보확인팝업

48

(보낼수량및받는분의정보를받으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Ⅳ. 코인보내기 a. 베리드코인보내기



8. 보안코드 혹은 지문를 입력합니다.

49

설정된방식에따라입력하시면됩니다.

Ⅳ. 코인보내기 a. 베리드코인보내기

정보입력후전송하기화면 전송할정보확인팝업



9. 전송이 완료되면 토큰 전송이 끝납니다.

50

(거래내역에서도 전송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Ⅳ. 코인보내기 a. 베리드코인보내기



Ⅳ. 코인보내기

1. 지갑을 선택하고 보내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1

(지갑이많은경우아래로스크롤하시면찾으실수있습니다.)

b. 이더리움코인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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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코인보내기

2. 보내기 항목을 입력합니다.

1) 지갑선택–보내고자하는지갑을확인합니다.

2) 보낼수량–보내고자하는코인의수량을입력합니다.

3) 지갑주소–코인을받을지갑주소를입력합니다.

4) 가스한도–적절한가스한도를정해주세요.

5) 가스가격–가격을설정해주세요(전송속도가달라집니다.)

b. 이더리움코인보내기



3. 전송할 내용을 확인하고 보냅니다.

정보입력후전송하기화면 전송할정보확인팝업

53

(보낼수량및받는분의정보를받으시확인하시기바랍니다.)

Ⅳ. 코인보내기 b. 이더리움코인보내기



4. 보안코드 혹은 지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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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방식에따라입력하시면됩니다.

Ⅳ. 코인보내기 b. 이더리움코인보내기

정보입력후전송하기화면 전송할정보확인팝업



5. 전송이 시작됩니다.

55

(베리드코인은 전송시간이소요되지않지만

이더리움코인은수수료에따라전송시간이소요됩니다.)

Ⅳ. 코인보내기 b. 이더리움코인보내기



6. 전송이 완료되면 토큰 전송이 끝납니다.

56

(거래내역에서도 전송정보를확인하실수있습니다.)

Ⅳ. 코인보내기 b. 이더리움코인보내기



Ⅴ  코인 받기.



Ⅴ. 코인받기

1. 지갑을 선택하고 받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58

(지갑이많은경우아래로스크롤하시면찾으실수있습니다.)



Ⅴ. 코인받기

2. 원하는 수량을 입력하고
QR 생성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59

지갑선택에서다시지갑을바꾸실수있습니다.



Ⅴ. 코인받기

QR 코드를 보내는 분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60



Ⅵ  ICO 참여하기.



Ⅵ. ICO참여하기

1. 메인에서 진행중인 ICO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2

(ICO가많은경우스크롤하시면더보실수있습니다.)



63

2. ICO 정보를 확인 후
ICO 참여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웹사이트, 백서등의내용과관련영상등해당 ICO와관련된자세한내용을

확인하실수있습니다.

상세

Ⅵ. ICO참여하기



64

3. KYC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신의신분증혹은여권사진과인증샷을올려주시면됩니다.

KYC 등록에관한자세한사항은

다음챕터의KYC 등록하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Ⅵ. ICO참여하기



65

4. KYC 인증을 받고 토큰을 구매합니다.

(ICO프로젝트팀에서승인한경우에만토큰구매가가능합니다.)

Ⅵ. ICO참여하기



66

5. 개인키를 입력하세요

(사전에보관한분의경우에는개인키가화면에바로표시됩니다.)

Ⅵ. ICO참여하기



67

6. 보낼 수량을 입력하고
전송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ICO에서요청한코인종류로만참여가능합니다.)

Ⅵ. ICO참여하기



7. 내역을 확인하고 ICO 참여를 완료합니다.

정보할정보확인팝업 전송완료

68

(전송처리가완료되면보내기와동일하게처리결과를안내합니다.)

Ⅵ. ICO참여하기



Ⅶ  KYC 등록하기.



70

Ⅶ. KYC 등록하기

1. KYC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메뉴버튼을누르고 ICO의KYC 등록버튼을누릅니다.



71

2. KYC 정보를 입력합니다.

(자신의신분증혹은여권사진과인증샷을올려주시면됩니다.

KYC 등록에관한자세한사항은

다음장의KYC 등록하기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Ⅶ. KYC 등록하기



72

KYC 입력 시 확인사항
여권과신분증(주민등록증) 2개중하나만선택이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등기타신분증사용불가)

샘플과완전히동일한형태로입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인식율60% 이상등록가능

(방향및모양동일하게입력–입력이안되실경우고객센터Q&A 문의) 

Ⅶ. KYC 등록하기



Ⅷ  ICO 등록 및 관리
(Token Seller)
.



Ⅷ. ICO등록및관리

1. 메뉴에서 ICO 등록하기를
선택하고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74

(ICO프로젝트를운영하시는분들이본인의 ICO를등록하는메뉴입니다.)

기본정보입력메뉴> ICO> ICO등록

a. ICO등록하기



2. 추가정보와 토큰 정보를
입력합니다.

75

(ICO프로젝트를운영하시는분들이본인의 ICO를등록하는메뉴입니다.)

토큰정보입력추가정보입력

Ⅷ. ICO등록및관리 a. ICO등록하기



3. 소개 사항과 SNS 정보를
입력합니다.

76

(ICO프로젝트를운영하시는분들이본인의 ICO를등록하는메뉴입니다.)

SNS정보입력소개사항입력

Ⅷ. ICO등록및관리 a. ICO등록하기



77

4. ICO 심사에서 승인 받게 되면
ICO 등록이 완료됩니다.

Ⅷ. ICO등록및관리 a. ICO등록하기



Ⅷ. ICO등록및관리

1. 메뉴에서 ICO참여자 관리를
선택합니다.

78

(ICO프로젝트를운영하시는분들만볼수있는메뉴입니다.)

ICO참여신청자정보메뉴> Seller> ICO참여자관리

b. ICO참여자관리하기



79

2. ICO 참여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
후 반려와 승인을 결정합니다.

Ⅷ. ICO등록및관리 b. ICO참여자관리하기

(반려하실경우반려사유를입력하셔야합니다.)



Ⅷ. ICO등록및관리

3. 메뉴에서 Token Seller Info를
선택합니다.

80

(정보및모금액상황을볼수있습니다.)

TokenSeller정보메뉴> Seller> Token Seller Info

b. ICO참여자관리하기



81

4. 베리드 월렛으로 참여한 ICO
모금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Ⅷ. ICO등록및관리 b. ICO참여자관리하기

(다른월렛에서참여한정보는확인이불가합니다.)



Ⅸ  기타.



Ⅸ. 기타 a. 아이디를잊었어요!

1.아이디 찾기를 선택하세요.

83



2.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세요.

84

a. 아이디를잊었어요!Ⅸ. 기타



3. 마스킹 처리 된 아이디를 확인하세요.

전체아이디가생각이안나면SMS 인증후전체아이디확인을선택하세요.

85

a. 아이디를잊었어요!Ⅸ. 기타



86

4.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후 인증을
선택하세요.

a. 아이디를잊었어요!Ⅸ. 기타



5. 휴대폰 인증이 완료되면 전체 아이디를
보여줍니다. 

87

a. 아이디를잊었어요!Ⅸ. 기타



b. 비밀번호를잊었어요!

1. 비밀번호 찾기를 선택하세요.

88

Ⅸ. 기타



2. 아이디(이메일)를 입력해 주세요.

89

b. 비밀번호를잊었어요!Ⅸ. 기타



1

2

3

90

3. 받은 이메일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b. 비밀번호를잊었어요!Ⅸ. 기타



4. 변경할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91

b. 비밀번호를잊었어요!Ⅸ. 기타



5. 변경이 완료되었어요.
변경한 비밀번호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92

b. 비밀번호를잊었어요!Ⅸ. 기타



c. 거래내역을알고싶어요.

93

1. 알고 싶은 코인의 거래내역을
선택하세요.

Ⅸ. 기타



2. 토큰 종류를 선택하시면
해당 토큰의 거래내역을 볼수 있어요.

베리드코인거래내역 보유한전체코인거래내역

94

c. 거래내역을알고싶어요.Ⅸ. 기타



3. 원하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입금 출금 전송요청 전송실패

95

c. 거래내역을알고싶어요.Ⅸ. 기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