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퍼블렛 앱 설치 후

‘SIGN UP’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2. 원하는 E-mail 주소를 입력한 후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아래

체크박스를 체크 후

‘CONTINUE’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3. 화면과 같은 창이 나오며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01. 퍼블렛 가입하기

○ 1인당 1개의 전화번호와 1개의 E-mail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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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가입 직후 4자리 로그인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로그인 비밀번호는 퍼블렛에

로그인 한 기기에서 앱 실행시에

입력하는 비밀번호 입니다.

*퍼블렛에서 수동으로 로그아웃을

한 이후, 재 접속시에는 일반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2. 로그인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한

후 한 번 더 입력하고

‘Save’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02. 2차 비밀번호 만들기 – 로그인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 로그인 비밀번호는 등록 후, 지문인식 또는 안면인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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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그인 비밀번호 생성 후

4자리 송금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송금 비밀번호는 IDP 또는

암호화폐 전송시 사용하는

비밀번호 입니다.

*송금 비밀번호를 잃어버릴 경우

퍼블렛 팀에 문의해주세요.

2. 로그인 비밀번호 4자리를 설정한 후

한 번 더 입력하고

‘Save’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3. 모두 완료되면 좌측과 같은 창이

나옵니다. OK 버튼을 눌러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02. 2차 비밀번호 만들기 – 송금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분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세요.
○ 송금 비밀번호는 등록 후, 지문인식 또는 안면인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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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번호 칸을 터치해

‘Korea, Republic of’를 선택합니다.

국가 번호는 +82 입니다.

2. 본인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파란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3. 휴대전화로 4자리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앱에 입력 후 파란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03. KYC 1단계 인증하기

○ 4자리 비밀번호는 1분 내로 입력해야 하며, 문자가 오지 않을 경우 ‘Resend’를 터치해 재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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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ail 주소를 입력한 후

파란 아이콘을 터치해

메일 주소로 4자리 인증번호를

전송합니다.

5. E-mail로 받은 인증번호 4자리를

입력한 후 파란 아이콘을 터치하면

1단계 KYC가 완료됩니다.

03. KYC 1단계 인증하기

5

○ 4자리 비밀번호는 5분 내로 입력해야 하며, 메일이 오지 않을 경우 스팸 폴더 확인 후, Resend를 클릭해 재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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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권을 준비합니다.

여권에 적힌 개인정보와 본인 주소,

여권 번호를 기입한 후

여권 정보 페이지 / 여권을 들고

찍은 사진을 촬영해 업로드 합니다.

*모두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하단 박스

링크를 참조하세요.

2. 제출하여 KYC 2단계를 완료합니다.

04. KYC 2단계 인증하기

2

○ KYC 2단계는 약 2~3 업무일 내로 관리자 승인 후 완료됩니다.
○ 2차 KYC 가이드: https://medium.com/@publetpteltd/publet-2%EC%B0%A8-kyc-%EA%B0%80%EC%9D%B4%EB%93%9C-fc95e0dfb2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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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d Wallet 버튼을 터치합니다.

2. 추가하기 원하는

지갑을 터치해 활성화 합니다.

*녹색으로 표시되는 지갑은

활성화 상태로, 퍼블렛에서 이용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회색으로 표시되는 지갑은

비활성화 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이제 월렛 페이지에서 퍼블렛이

지원하는 지갑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MANAGE 버튼을 터치해

지갑 표시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05. 퍼블렛 지갑 추가하기

○ 추후 지갑이 추가될 경우 같은 방법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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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앱 하단 Swap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2. IDA à IDP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화살표를 터치해 IDP à IDA로

전환합니다.

3. 보유 한도 내에서 원하는 양을

수기 입력 하거나 25% 단위로

선택합니다.

06. IDP → IDA 스왑하기

○ 스왑은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별도의 수수료가부과되지 않습니다.

2 31



4. 전환될 IDA 양을 확인한 후 SWAP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5. 확인 창이 나오면 Yes 버튼을

터치합니다.

6. OK 버튼을 눌러

IDP à IDA 스왑을 완료합니다.

06. IDP → IDA 스왑하기

○ IDA à IDP 스왑 또한 방식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 Tap to switch 아이콘을 터치해 IDP à IDA를 IDA à IDP로 전환 가능하며, 이 또한 실시간으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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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금하려는 자산을 좌우로 밀어

선택한 후 터치합니다.

*지갑을 길게 누를 경우

21페이지에 기재된 QR코드

송금 기능으로 빠른 이용이

가능합니다.

2. ‘Send’ 버튼을 터치합니다.

07. 암호화폐 송금하기 – 주소 입력 송금

○ 잘못된 주소로 송금된 암호화폐는 다시 찾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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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금할 수량을 입력한 뒤, 송금할

지갑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지갑 주소에 이름을 붙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Send 버튼을 터치합니다.

확인 창이 나오면 Yes 버튼을

터치합니다.

07. 암호화폐 송금하기 – 주소 입력 송금

○ 잘못된 주소로 송금된 암호 화폐는 다시 찾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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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 버튼을 터치해 지문인식

또는 안면 인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취소할 경우 결제 비밀번호

(자산 송금 비밀번호) 4자리를

이용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8. 전송이 완료되면 OK 버튼을

터치해 종료합니다.

07. 암호화폐 송금하기 – 주소 입력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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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AN QR CODE 아이콘을 터치해

QR코드 송금 또한 가능합니다.

2. 받을 사람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3. 이후 절차는 주소 입력으로 송금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07. 암호화폐 송금하기 – QR 코드 송금(일반)

○ 잘못된 주소로 송금된 암호 화폐는 다시 찾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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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allet 페이지에서 보내고자 하는

지갑을 1초 가량 길게 터치합니다.

2. 지문인식 또는 안면인식 기능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창이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 지문/안면 인식을

진행합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허용 안 함’을

터치하여 ‘송금비밀번호(4자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받을 사람의 QR 코드를 스캔합니다.

07. 암호화폐 송금하기 – QR 코드 송금(길게 터치)

○ 잘못된 주소로 송금된 암호 화폐는 다시 찾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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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낼 수량을 입력한 후 Send 버튼을

터치합니다.

5. 확인 창이 나오면 Yes 버튼을

클릭하는 것으로 송금이 완료됩니다.

07. 암호화폐 송금하기 – QR 코드 송금(길게 터치)

○ 잘못된 주소로 송금된 암호 화폐는 다시 찾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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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퍼블렛에서 송금되는 자산은

지정된 금액 이상일 경우

도난 및 오송금 사고 방지를 위해

관리자 승인 후 송금이 진행됩니다.

2. 퍼블렛 고객지원은 GMT +9 기준

평일 오전 10:00 부터 오후 4:00까지

이뤄집니다.

07. 암호화폐 송금하기 – 참고 사항

BTC ETH ORBS IDP IDA

1 3 35,000 600,000 50,000

1.지갑별최대자동송금수량

2.퍼블렛업무시간

평일오전 10:00 –오후 4:00 (GMT +9)
주말,공휴일휴무





1. 앱 하단의 ‘Settings’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메뉴 중 ‘Contact Us’를 선택합니다.

2. 퍼블렛 팀에게 문의를 넣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08. IDP 송금 (퍼블렛→아이담 홈페이지)

2

○ 송금 문의 외에도 앱 사용 중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에러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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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ame’란에 퍼블렛 ID

(E-mail 주소)를 입력한 후 ‘IDP 

송금’을 제목으로 지정합니다.

그 후, IDAM biz 홈페이지 계정

/ 이름 / 보낼 수량을 기입합니다.

모두 작성한 후 파란색 ‘SEND’ 

버튼을 터치합니다.

4. 문의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후

대기합니다.

08. IDP 송금 (퍼블렛→아이담 홈페이지)

○ 약 1~3 업무일 내로 관리자 확인 후 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 IDP 송금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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