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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ith 홈페이지에서 쉽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누구나 쉽게 설치하여 참여가 가능 합니다.
Windows OS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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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erith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인터넷주소창에berith.co/kr입력후접속하여설치하실수있습니다.

berit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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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세히보기 버튼을 선택 합니다.

홈페이지메인화면의BERITH PoS소개영역에서자세히보기버튼을
선택하시면설치화면으로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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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oS PC Wallet 설치 다운로드 버튼을
선택 합니다.

별도의설치절차를거치지않고다운로드후바로실행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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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oS PC Wallet을 다운로드 합니다.

실행파일을저장할장소를선택한후저장버튼을 선택하시면
파일이다운로드됩니다.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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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oS PC Wallet을 실행 합니다.

다운로드한파일을더블클릭하시면PoSPC Wallet이실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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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in 초기 화면

01

03 04

02

설치파일을실행하시면확인되는초기화면입니다.

기 능 설 명

01 비밀번호 보기
버튼 클릭전 비밀번호 마스킹 처리
버튼 클릭시 비밀번호 보기 기능
Ex) 버튼클릭전 : **** → 버튼클릭시 : 1111

02 로그인 지갑명과 비밀번호 입력후 로그인 버튼 클릭하여 메인화면 이동

03 지갑생성 클릭시 지갑 생성하면 호출

04 키스트어파일 복원 클릭시 Keystore File 복원화면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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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Wallet (홈) 메인화면

01

09 10

11

12

13

02 03 04

05

06

07

08

14

로그인하시면확인되는메인화면입니다.

기 능 설 명

01 블록현황 블록의 산출될 확률과 참여수 노출 (클릭x)

02 개인키 확인 클릭시 개인키 확인 및 저장 화면 호출

03 주소록 클릭시 자주쓰는 지갑 주소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화면 호출

04 비밀번호 변경 클릭시 비밀번호 변경 화면 호출

05 메인(홈) 클릭시 My Wallet(홈) 메인화면 이동

06 보내기 클릭시 코인을 보낼수 있는 SEND화면 이동

07 거래내역 클릭시 코인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Transactions화면 이동

08 전원 클릭시 로그아웃 되어 Login 초기화면 이동

09 주소 복사 클릭시 복사하기 기능을 수행해 지갑주소 복사

10 QR코드 보기 클릭시 QR코드 팝업호출

11 보내기 클릭시 코인을 보낼수 있는 SEND화면 이동

12 지분참여 클릭시 지분참여할 수 있는 STAKE화면 이동

13 지분깨기 클릭시 지분깰 수 있는 BREAK화면 이동

14 동기화 클릭시 동기화 진행상태 확인 팝업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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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KE 화면

01

03

02

04

Main Balance 코인을Stake Balance 코인으로전환하는화면입니다.

기 능 설 명

01 모두 보내기 클릭시 MainBalance의 남은 수량 전체 자동 입력

02 기본 수수료 기본 2100 자동 입력

03 수수료 가격 기본 2100 자동 입력

04 다음
클릭시 보유 수수료 체크후 전송확인 팝업 호출
- MainBalance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오류 팝업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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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화면

01

03

02

04

Stake Balance코인을Main Balance 코인으로전환하는화면입니다.

기 능 설 명

01 수량자동입력
지분을 깨는 BREAK거래시 Stake Balance의 전체수량 자동입력
- 일부 수량 BREAK불가, 수정 불가

02 기본 수수료 기본 2100 자동 입력

03 수수료 가격 기본 2100 자동 입력

04 다음
클릭시 보유 수수료 체크후 전송확인 팝업 호출
- MainBalance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오류 팝업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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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D 화면

01

02

03

04

05

Main Balance 코인을다른지갑으로보내기하는화면입니다.

기 능 설 명

01 주소록 클릭시 자주쓰는 지갑 주소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화면 호출

02 모두 보내기 클릭시 MainBalance의 남은 수량 전체 자동 입력

03 기본 수수료 기본 2100 자동 입력

04 수수료 가격 기본 2100 자동 입력

05 다음
클릭시 보유 수수료 체크후 전송확인 팝업 호출
- MainBalance의 잔액이 부족할 경우 오류 팝업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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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actions 화면

01

04

02

거래내역을확인할수있는화면입니다.

기 능 설 명

01 거래유형별 확인 거래 유형별로 선택하여 내역 확인

02 거래내역 정렬 최근 거래내역 최상위치 정렬

03 거래내역 상세확인 리스트 내역을 선택하여 거래 상세내역 팝업화면 호출

04 페이지 구분 리스트 10개 단위 페이징 처리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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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화면

01

02 03

개인키를확인하고저장할수있는화면입니다.

기 능 설 명

01 비밀번호 보기
버튼 클릭전 비밀번호 마스킹 처리
버튼 클릭시 비밀번호 보기 기능
Ex) 버튼클릭전 : **** → 버튼클릭시 : 1111

02 개인키 확인
비밀번호 입력 후 클릭시 개인키 확인 팝업 호출
- 비밀번호 맞지 않을경우 오류 팝업 호출

03 개인키 저장
비밀번호 입력 후 클릭시 내보낼 파일 위치를 지정하여 파일 저장
- 비밀번호 맞지 않을경우 오류 팝업 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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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화면

02

01

03

04 05 06

09

07

08

자주쓰는 지갑 주소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화면 입니다.

기 능 설 명

01 주소록 추가 클릭시 주소 등록하는 Contact 추가 팝업 호출

02 검색
이름 / 지갑주소 선택하여 검색 클릭시 검색결과 호출
- 문자 1개 이상 검색가능

03 등록내역 정렬 최근 등록된 주소 최상위치 정렬

04 주소 복사 클릭시 복사하기 기능을 수행해 지갑주소 복사

05 보내기 클릭시 코인을 보낼수 있는 SEND화면 이동(해당 주소값 자동입력)

06 수정 클릭시 해당 정보 수정 팝업 호출

07 삭제 클릭시 해당 정보 삭제 팝업 호출

08 페이지 구분 리스트 5개 단위 페이징 처리

09 확인 클릭시 Contact 화면 닫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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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지갑생성

1. 초기 화면에서 지갑생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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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갑 정보를 입력 합니다.

지갑명, 비밀번호, 비밀번호확인정보를입력하신후다음버튼을
선택하시면지갑이생성됩니다.

비밀번호

지갑명



III . 지갑생성

지갑생성과함께 최초지갑의개인키를확인합니다.
확인버튼을 선택하시면초기화면으로이동됩니다.

22

3. 생성된 지갑 정보를 확인 합니다.

개인키분실시사용이불가하므로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54p를확인하시면개인키를저장하여사용하실수있습니다.

82a54043f1895d05ba067ef
083847e5e639b3f5961f051

82a54043f1895d05ba067ef
083847e5e639b3f5961f051

My Wa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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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정보를 입력 합니다.

지갑명, 비밀번호정보를입력하신후로그인버튼을 선택합니다.

지갑명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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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그인 후 지갑 현황을 확인 합니다.

지갑명,  지갑주소, 코인잔고정보를 My Wallet (홈) 메인화면으로
확인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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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 에서 Stake버튼을 선택 합니다.

Stake버튼을선택하면Stake화면으로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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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ke 수량을 입력 합니다.

Main Balance에서Stake Balance로전환할수량을직접입력하거나,
모두보내기버튼을선택하시어남은수량전체를자동입력합니다.



V . 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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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를 입력 합니다.

기본2100 자동입력됩니다.그대로사용하거나수정입력합니다.
수수료가격이높을수록거래가빠르지만, 더비싼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Main Balance에서계산됩니다. TX 비용= 기본수수료X 수수료가격



V . 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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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입력 오류가 없는지 확인후
다음 버튼을 선택 합니다. 



V . 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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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송정보 오류가 없는지 확인후
확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V . 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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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송요청 완료 정보를 확인후
확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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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 에서 Break버튼을 선택 합니다.

Break버튼을선택하면Break화면으로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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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reak 수량을 확인 합니다.

Stake Balance에서Main Balance로전환할수량이자동입력됩니다.
Break시전환할수량을수정할수없으며전체수량이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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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수료를 입력 합니다.

기본2100 자동입력됩니다.그대로사용하거나수정입력합니다.
수수료가격이높을수록거래가빠르지만, 더비싼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Main Balance에서계산됩니다. TX 비용= 기본수수료X 수수료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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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입력 오류가 없는지 확인후
다음 버튼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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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송정보 오류가 없는지 확인후
확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VI .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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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송요청 완료 정보를 확인후
확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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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 에서 Send버튼을 선택 합니다.

Send버튼을선택하면Send화면으로이동됩니다.



VII .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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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act버튼을 선택 합니다.

직접받는주소정보를입력하거나,
Contact버튼을선택하시어주소록팝업화면을호출합니다.



VII .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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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록 에서 받는 주소를 확인해
Send버튼을 선택 합니다. 



VII .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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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ND 수량을 입력 합니다.

직접보낼수량을입력하거나,
모두보내기버튼을선택하시어남은수량전체를자동입력합니다.



VII .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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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수료를 입력 합니다.

기본2100 자동입력됩니다.그대로사용하거나수정입력합니다.
수수료가격이높을수록거래가빠르지만, 더비싼비용을지불해야합니다.

Main Balance에서계산됩니다. TX 비용= 기본수수료X 수수료가격



VII .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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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보입력 오류가 없는지 확인후
다음 버튼을 선택 합니다. 



VII .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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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송정보 오류가 없는지 확인후
확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VII . SEND

48

8.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VII . S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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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송요청 완료 정보를 확인후
확인 버튼을 선택 합니다. 



VIII . TRANSACTIONS



VIII .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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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ransactions 버튼을 선택 합니다.

Transactions버튼을선택하면Transactions화면으로이동됩니다.



VIII .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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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ransactions 리스트를 확인 합니다.

거래유형별버튼을선택하여Transactions내역을확인합니다.



VIII .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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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ransactions 리스트에서 확인할 내역을
선택 합니다.



VIII . TRANS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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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ansactions 상세내역을 확인 합니다.

팝업을통해상세내역을확인후확인버튼을선택합니다.



IX . EXPORT



IX .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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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화면에서 Export 버튼을
선택 합니다.



IX .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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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번호를 입력 합니다.

개인키확인을위해해당지갑의비밀번호를입력한후
개인키확인버튼을 선택합니다.

비밀번호



IX .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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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키 정보를 확인 합니다.

해당지갑의개인키를확인합니다.
확인버튼을 선택하시면메인화면으로이동됩니다.



IX .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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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4. 개인키 내보내기 버튼을 선택 합니다.

개인키저장을위해해당지갑의비밀번호를입력한후
내보내기버튼을 선택합니다.



IX . EXPORT 

60

5. 개인키를 저장 합니다.

개인키를저장할장소를선택한후파일명을입력합니다.
저장버튼을 선택하시면개인키가파일로저장됩니다.



IX .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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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키 보관 안내

개인키파일은생성한지갑계정의키파일입니다.
해당파일을보관하시면처음로그인했던컴퓨터가아니어도
접속이가능합니다. 단, 2개이상의컴퓨터에서동시에접속은

오류를발생시킬수있으니주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X . CONTACT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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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화면에서 Contact 버튼을
선택 합니다.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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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act 리스트를 확인 합니다.

자주쓰는지갑주소를Contact에등록하여확인할수있습니다.
이름,  지갑주소로검색이가능합니다. 보내기, 수정, 삭제가가능합니다.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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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act 추가 버튼을 선택 합니다.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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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tact 정보를 입력 합니다.

이름, 지갑주소를입력하신후확인버튼을선택합니다.
추가완료알림과함께Contact리스트에정보가추가됩니다

지갑주소

이름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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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act 리스트 에서 코인을 보낼
지갑의 보내기 버튼을 선택 합니다.

SEND 화면으로이동합니다.선택한지갑주소가자동표시됩니다.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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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tact 리스트 에서 수정할
지갑의 수정버튼을 선택 합니다.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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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tact 정보를 수정 합니다.

이름정보수정. 지갑주소는수정이불가능합니다.
확인버튼을선택하시면수정완료알림과함께수정이됩니다.

이름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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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ontact 리스트 에서 삭제할
지갑의 삭제버튼을 선택 합니다.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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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tact 정보를 삭제 합니다.

삭제확인팝업의확인버튼을선택하시면삭제완료알림과함께
삭제가됩니다.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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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검색할 Contact 정보를 입력 합니다.

검색할Contact의이름또는지갑주소를입력한후
검색버튼을선택합니다.



X .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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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색된 Contact 정보를 확인 합니다.



XI . 비밀번호 변경



XI . 비밀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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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화면에서 설정 버튼을 선택 합니다.



XI . 비밀번호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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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페이지 비밀번호를 변경 합니다.

비밀번호변경버튼을선택하시면비밀번호변경화면으로이동합니다.
현재비밀번호, 변경비밀번호, 변경비밀번호확인정보를입력하신후

확인버튼을 선택하시면비밀번호가변경됩니다.

변경
비밀번호

현재
비밀번호



XII . 동기화 확인 및
로그아웃



XII . 동기화확인및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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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 화면 하단의 진행상태바 를
선택 합니다.



XII . 동기화확인및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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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화 진행 상태 상세내역을 확인 합니다.

팝업을통해상세내역을확인후확인버튼을선택합니다.



XII . 동기화확인및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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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그아웃 합니다.

왼쪽하단의전원버튼을선택하여로그아웃할수있습니다.



XIII . Keystore file 복원



1. 초기 화면에서 Keystore file 복원
버튼을 선택합니다.

82



XIII . Keystorefile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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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키 정보를 입력 합니다.

복원을위해개인키정보를입력한후새로운비밀번호를입력합니다.
다음버튼을 선택하시면Keystorefile이복원됩니다.

개인키

새로운
비밀번호



XIII . Keystorefile 복원

Keystorefile을복원하여재생성하는과정으로
지갑명을다시지정한후다음버튼을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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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지갑명을 입력 합니다.



XIII . Keystorefile 복원

Keystorefile 복원완료메시지를확인합니다.
로그인하러가기버튼을 선택하시면초기화면으로이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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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eystore file 복원을 확인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문의: support@berith.c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