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NA구매
1. ETHEREUM지갑이 있는지 확인
아직 지갑을 만들지 않은 상태라면 지갑 생성

ETHEREUM

ETHEREUM

company official-01

지갑 만들기

Nse7p6my……3B572QhB
0 KRW
지갑 가져오기
친구에게 공개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지갑

친구

마켓

지갑

마이닝

친구

마켓

마이닝

2. HENA Wallet에 있는 지갑으로 ETHEREUM을 전송합니다.

1)

①

① 번 아 이 콘 을 클 릭 해 서 QR 코 드 를
생성하거나, ②번 아이콘을 클릭해서

ETHEREUM

HENA Wallet 에 있는 ETHEREUM 지

company official-01

갑 주소를 복사한다.
2)

②

ETHEREUM을 전송할 지갑에서 송금
주소로 1)에서 만든 주소를 입력한다.

3)

③

Nse7p6my……3B572QhB

량 만큼의 ETHEREUM을 전송한다.

1,587,650 KRW
친구에게 공개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지갑

친구

마켓

마이닝

전송할 지갑에서 송금하고자 하는 수

4)

전송이 완료되 면 , 화 면에 전송 완료
된 ETHEREUM 의 현 재 가 치 가 ③ 항
목처럼 표시된다.

01 | HENA Market manual

3. 지갑의 이미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전송된 ETHEREU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갑에는 보유하고 있는 HENA코인 수
량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mpany official-01

현재 보유중인 HENA 현황

0
0 KRW

HENA

5.300383
1,587,650 KRW

ETH

현재 보유중인 ETHEREUM 현황

4. HENA Wallet에 ETHEREUM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제 마켓메
뉴로 이동합니다. 화면 제일 하단에 있는 3번째 메뉴 입니다.
BACK

BACK

HENA MARKET

HENA MARKET

Consent of Use HENA MARKET

Consent of Use HENA MARKET

ETHEREUM

Consent of Use
company official-01

Nse7p6my……3B572QhB

Consent of Use

본 거래소는 이더리움(ETH)과 널스(Nuls)코인으로 HENA 코인 구매가 가
능합니다.
본 거래소는 HENA ICO 형태로 구성됩니다.
구매 기준 단가는 US$0.18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 거래소는 이더리움(ETH)과 널스(Nuls)코인으로 HENA 코인 구매가 가
능합니다.
본 거래소는 HENA ICO 형태로 구성됩니다.
구매 기준 단가는 US$0.18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 시 사용자는 이더리움(ETH) 또는 널스(Nuls)와 HENA코인의 교환비
율을 US$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시 사용자는 이더리움(ETH) 또는 널스(Nuls)와 HENA코인의 교환비
율을 US$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KYC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이므로 회원가입 만으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지만, 차후 KYC 기능이 정식 오픈되면 반드시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HENA Market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래 후KYC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는 KYC서비스가 오픈되기 전이므로 회원가입 만으로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지만, 차후 KYC 기능이 정식 오픈되면 반드시 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HENA Market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래 후KYC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내용]

[동의내용]

ICO 참여를 위해서는 KYC, AML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인했
습니다.
차후 HENA KYC서비스가 오픈되면 본인은 반드시 KYC 인증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ICO 참여를 위해서는 KYC, AML 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확인했
습니다.
차후 HENA KYC서비스가 오픈되면 본인은 반드시 KYC 인증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1,587,650 KRW
친구에게 공개할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위 후KYC인증 방식에 동의합니다.

지갑

친구

마켓

마이닝

√

위 후KYC인증 방식에 동의합니다.

마켓 시작하기

HENA코인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KYC인증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KYC인증방식 동의에 체크하시고, “마켓 시작하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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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켓＂에 접속하면 아래 화면이 보입니다.
HENA Wallet은 여러 개의 지갑을 만들 수 있습니다.
HENA MARKET
HENA 구입에 사용할 지갑을 선택하세요.
HENA는 선택한 지갑으로 입금됩니다.

본인이 여러 개의 지갑주소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HENA를 구입할 때 사용할 이더리움(ETH) 지갑을 선

ETH
개인지갑1
0 ETH

ETH
company official-01
5.300383 ETH

택하세요.
※ 선택하신 주소로, 구입하신 HENA가 지급됩니다.

ETH
거래용지갑
831.668778 ETH

구매 내역

KYC

지갑

친구

마켓

마이닝

6. HENA Market 메인 화면
HENA구매를 위해 지갑을 선택하시면, 아래 Market 메인화면이
출력됩니다.

전체메뉴

마켓 설명서
선택한 지갑에 보유중인
ETHERUEM 정보

BACK

HENA MARKET
5.300383
1,587,650 KRW

ETH

Consent of Use
구매할 HENA 개수를 입력하세요.

HENA코인 구매는 최소 1,000HENA부터 가능합니다.

※ 최소 구매 개수 1,000 HENA

구매수량 입력란
구매를 원하는 HENA 수량을 입력하면, 시세에 따른
필요 ETHEREUM수량이 자동 계산이 됩니다.
반대로 구매를 원하는 ETHEREUM 수량을 입력하면,
시세에 따른 구매가능 HENA 수량이 자동 계산됩니다.

4452.710333333337840775

( 1 HENA = $0.18 / $ 801.48786)
3
모두 보내기

수수료

0.0048

ETH

SLOW

FAST

보유하고 있는 ETHEREUM 전체를
HENA구매에 사용합니다.
ETHEREUM 전송에 소요되는 Gas 비용!
SLOW는 수수료가 싼 대신에 전송 속도가 느림
FAST는 수수료가 비싼 대신에 전송 속도가 빠름.
구매

구매하고자 하는 HENA 수량을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이제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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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에러메세지 - 수수료가 부족합니다.
HENA 구 매 를

BACK

HENA MARKET

최소수량

이하의

ETHEREUM을 입력하였을 경우, 또는 보유

5.300383
1,587,650 KRW

ETH

위한

하고 있는 ETHEREUM수량이 HENA구매를

Consent of Use
구매할 HENA 개수를 입력하세요.
※ 최소 구매 개수 1,000 HENA

위한 최소수량보다 적을 경우, 보유하고 있

4452.710333333337840775

는 ETHEREUM보다 많은 수량을 입력했을

( 1 HENA = $0.18 / $ 801.48786)
3

경우 모두 에러 메세지가 출력됩니다.

모두 보내기

수수료

0.0048

ETH

SLOW

FAST

수수료가 부족합니다.

구매

8. 구매를 위한 인증
정상적인 구매 수량이 입력한 후, 구매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인증 화면이 출력됩니다.
BACK

BACK
NEXT

암호 인증

NEXT

지문 인증

HENA 구매수량을 확정
하였으면,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인증절차를 거치
게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임호를 입력해 주세요.

인증은 비밀번호나 지문,
지문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하세요.

둘중 하나로만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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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매한 HENA코인 확인

HENA MARKET
HENA 구입에 사용할 지갑을 선택하세요.

company official-01

ETH
개인지갑1
0 ETH

ETH

구매완료후 내지갑에서 확인

company official-01
5.300383 ETH

HENA

4452.7103
961,785 KRW

ETH

2.300383
689,094 KRW

ETH
거래용지갑
831.668778 ETH
구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매 내역

KYC

지갑

친구

마켓

마이닝

내가 구매한 HENA는 내 지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 최하단에 있는 “지갑＂메뉴를 클릭한 다음, ETHEREUM지갑을 클릭하세
요. 그런 다음, 본인이 HENA구매를 위해 사용했던 지갑을 클릭하시면 위와 같
이 HENA코인이 도착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THEREUM 트랜잭션 처리 시간으로 인하여, HENA코인이 도착하는 시간은,
구매후 1~30분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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