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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B TOKEN SWAP 메뉴얼 



 시작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새로운 계좌 만들기 또는 

② HD 월렛 계좌 복원(예. Wowoo 월렛 어플). 

 

• 새 사용자로 시작하려면 1a로 진행하십시오(1b는 건너뛰어 주세요). 

• 다른 월렛 계좌를 복원하는 경우 1b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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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작하기 



처음 또는 새 사용자는 
먼저 회원가입을해야 
합니다. ”New User"를 
클릭하고 사용자 
이름과 전자 메일을 
입력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12단어 암호를 
백업합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스크린 샷은 
찍을 수 없습니다. 
*암호를 안전한 환경에서 
보관하십시오. WoWoo는 
사용자 데이터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암호 백업에 대한 
지침을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화면에 표시된 해당 
암호를 입력합니다. 

앱에 대한 PIN 
코드를 설정하고 
확인합니다. 

WWB(NEP5)를 저장하는 
NEO 주소의 보안 키를 
입력합니다. 
*동일한 계정에서 토큰 
교환에 참여하려면 이 
단계를 시간 안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1a. 새 계정 만들기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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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복원하고 
“Passphrase(암호)"를 
클릭합니다. 

12개의 암호를 입력하여 계좌에 
로그인하십시오. 

Wowoo 포탈 앱이 다른 HD 월렛 계좌를 복원할 
수 있지만 앱에 표시될 유일한 자산 잔액은 BTC, 
ETH, WWB (NEP-5)*, LFX 및 WWX입니다. 
 
고객님께서 HD 지갑 계정에 보관하고 있는 그 
이상의 자산이 다른 HD 지갑 앱에서 표시되거나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산이 Wowoo 포털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WWB(NEP-5)는 주 지갑 잔액에 표시되지 
않지만, 토큰 스왑 메뉴(세부 사항에서는 
7페이지로 이동)에서 인식되며, WWB(ERC20)는 
교환 후 잔액으로 표시됩니다. 

1b. 계좌 복원하기 

Notic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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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owoo Portal 의 Menu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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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렛 1 Home 환전 

자산을 주고 
받으십시오. 

2. Wowoo Portal의 Menu 

Wowoo Portal내에서 
발생한 모든 자산 활동을 
검토 합니다. 

Wowoo Portal 사용을 
지원하는 설정 페이지. 

2 3 4 5 

전 세계를 상대로 
자산을 거래하세요. 

거래 계좌 

보유 자산 및 자산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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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스왑 활동에 참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보안 키를 동기화 하세요 (WWB-NEP5를 저장하는 주소). 

② HD 월렛 계좌를 복원하세요(예를 들어 Wowoo 월렛 앱, WWB-NEP5의 잔액을 
가지고 있는) 

 

• NEO 주소의 보안 키를 사용하는 경우 3a로 계속 진행합니다. (3b는 건너뛰어 
주세요.) 

• HD 월렛 계좌를 복원하는 경우 3b로 진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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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큰 스왑 



1a-5단계(3페이지)에서 지시한 
대로 보안 키를 등록하십시오. 
* 등록 후에는 이 프로세스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제출된 보안 키와 관련된 사용자 
WWB(NEP5) 잔액이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교환할 토큰의 모든 양을 입력하고 
"SUBMIT"를 누릅니다. 

계좌 메뉴로 이동하여 "자산 
전환"을 누릅니다. 

토큰 스왑 주문을 
확인하고 "AGREE"를 
누릅니다. 

토큰 스왑이 곧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3a. 보안키 사용하기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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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 월렛 계정과 관련된 
WWB(NEP5) 잔액이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교환할 토큰의 모든 양을 입력하고 
"SUBMIT"를 누릅니다. 

계좌 메뉴로 이동하여 
"자산 전환"을 누릅니다. 

토큰 스왑 주문을 확인하고 
"AGREE"를 누릅니다. 

토큰 스왑이 곧 처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3b. HD 월렛 계좌 복구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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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금 캠페인 

Wowoo Portal은 WWB 토큰의 토큰 스왑을 완료한 사용자를 
위한 잠금 및 lottery 캠페인을 제공합니다. 

이 캠페인은 어떤 면에서도 투자를 위한 권유가 아닙니다.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책임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위험, 비용 및 이익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고, 캠페인에 참여하기 전에 
숙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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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에 참여하고 싶다면 
"Yes,I agree and want to participate the campaign"를 
누르고 "YES"를 누릅니다. 
 
*이 캠페인은 1회만 가능합니다. 이 단계 이후에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00,000 WWB 이상을 잠근 사용자가 lottery 캠페인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4. 잠금 캠페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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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잠금의 양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개월 - 이율 1.00%.  
6 개월 - 이율 3.00%. (+ 추가 파트너 토큰) 
9 개월 - 이율 7.50%. (+ 추가 파트너 토큰) 
 
* 잠금 기간을 기준으로 얻은 이자는 잠금 캠페인이 
끝난 후 보상받을 것입니다. 

4. 잠금 캠페인 

12 

2 



3 4 5 6 7 

잠금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AGREE"를 누릅니다. 
*이 단계가 끝나면 잠금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PIN code를 
확인하세요. 

4. 잠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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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명령이 처리 중 
일동안 "프로세스"를 
누르세요. 

잠금이 완료된 후에 
사용자가 알림을 
수신합니다. 

잠금 캠페인에 참여한 후,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표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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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잠금 캠페인 

사용자가 토큰을 청구하기 위해 
잠금 해제 캠페인이 종료되면 " 
Unlock Campaign"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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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기간이 끝나면 “CLAIM 
NOW”를 클릭하십시오. 잠금 해제 
캠페인이 처리될 것 입니다. 

프로세스가 끝나면 세부 
정보가 표시된 총 금액이 
포함된 팝업이 나타납니다. 

만약 고객님의 잠금 캠페인 세부사항들이 
lottery 캠페인에 참여할 자격에 부합 
한다면, 고객님에게 lottery 상금을 타는 
행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선택되시면, 캠페인이 
시작된 지 한 달 후에 lottery 선물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