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n Wallet 계정생성방법]

1) 메일주소 입력
2) 로그인 비밀번호 설정 (초록색 웃는 표시가 나오도록 설정)
3) 로봇이 아닙니다 인증
-생성버튼을 누르면, 이메일 확인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4) 보유하신 이메일 확인 시,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5) 메시지 확인 후, 지갑생성(I will continue creating wallet) 클릭

6) 이메일 생성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문구가 나옵니다.
-Login Now 클릭

7) 입력하신 정보로 로그인하여 이용가능 합니다.

[상단 안내메세지]

*지갑 잠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코인입출금 시, 지갑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갑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갑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지갑잠금(이중잠금) 설정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
니다.

*새턴 지갑은 이중 잠금으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잠금상태 일 경우)

*코인 입출금 시
-지갑잠금(이중잠금)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코인이 Pending(전송중) 상태로 보이거나 혹은 입금받은 코인이 조
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갑잠금(이중잠금)을 풀 경우, Pending(전송 미완료)된 코인이 입금됩니다.

[지갑이용방법]
1. Create New Wallet

- 지갑계정을 생성하면, 계정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키(Account Private Key)도 함께 생성됩니다. 프라이빗 키
(Account Private Key)를 복사해서, 저장한 뒤 Confirm 버튼을 클릭해 계정 생성을 완료합니다.
**프라이빗 키(Account Private Key)를 저장해 두셔야 지갑계정 분실,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에
프라이빗 키로 지갑계정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빗 키로 지갑계정 복구방법
(1) Setting 메뉴에서 프라이빗 키로 지갑계정 복구 ’Import Wallet Account by Private key’
-> Import Private Key 클릭

(2) 저장한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시고 Import Account 클릭,
-> 지갑계정 재생성이 완료됩니다.

- 가입시, 하나의 ID가 생성되며 하위로 여러 개의 지갑계정 주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처음 계정을 생성하게 되면 심볼부분이 EMPTY로 표기되지만, 코인 입금 시, 심볼이 나타납니다.

2. 코인입금(등록) 시

-토큰 심볼 하단의 파란색 굵은 글씨가 생성된 지갑계정 주소입니다.
-보유하신 토큰잔액 하단의 작은 글씨는 현재 원화가치입니다.

3. Lock Wallet - 2중 잠금(두번째) 비밀번호 설정
-로그인 비밀번호와 다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중잠금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중잠금 비밀번호는 Setting 메뉴의 ‘Change Wallet Password (2nd Password)’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1) Setting 메뉴에서 ‘Change Wallet Password (2nd Password)’
-> Change Wallet Password 클릭

2) 2중잠금(두번째)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4. OTP 잠금 설정 – 3중 잠금(세번째) 비밀번호 설정
*지갑잠금이 해제 되어있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1) 3중잠금(세번째) 비밀번호는 Setting 메뉴의 ‘OTP Authenticator’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 Set OTP 클릭

2) 3중잠금(세번째) 비밀번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1) 로그인 비밀번호 입력 후
(2) OTP Generation 클릭

(3) Google OTP 앱-‘바코드 스캔’ -> QR코드 조회하여 Saturn OTP 생성
*Recovery code를 저장하셔야 QR코드로 조회가 안될 경우,
-> Google OTP 앱-‘제공된 키 입력’으로 OTP 재생성이 가능합니다.

*코인입출금 시, 3중잠금(세번째) 설정 완료

[코인입출금 방법]

1. To Account - 보내실 계정주소 입력
2. Transfer Amount - 보내실 금액 입력
3. Wallet Password - 2중잠금(두번째) 지갑비밀번호 입력 (지갑비밀번호 설정 시)
4. OTP - 3중잠금(세번째) OTP번호 입력 (OTP잠금 설정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