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통코인 ICO 
참여 방법 



1.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하시는 코인을 구매합니다. 

• 통통코인 ICO에 참여할 수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퀀텀, 에이체인 4가지 입니다. 

• 코인 구매 방법에 대한 내용은 각 거래소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코인 지갑으로 전송하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넉넉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2. 구매한 코인을 코인 전용 지갑으로 옮깁니다. 

•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용 지갑 url로 이동합니다. 

• 개인 지갑을 만드는 방법은 각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통통코인 ICO는 거래소 지갑으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개인 전용 지갑을 만드셔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마이이더월렛> 

비트코인 
<브레드> 

퀀텀 
<퀀텀코어> 

에이체인 
<에이체인> 

https://breadapp.com/
https://www.myetherwallet.com/
https://github.com/qtumproject/qtum/releases
https://browser.achain.com/wallet.html


3. 통통코인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KYC인증을 실행합니다. 

• 위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통코인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후, 왼쪽의 ‘토큰구입’ 메뉴를 클릭하면 KYC인증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KYC인증은 본인인증절차로, 신원도용, 테러리스트관련 자금, 자금세탁,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실행하는 것입니다. 

http://tongtongcoin.io/


4. 통통코인 구매 수량을 선택한 후, 홈페이지에 있는 코인 주소로 코인을 보내주세요. 

• 코인 수량을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코인 별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 코인을 보내실 때는 위의 이미지처럼 QR코드/코인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 코인 지갑에서 전송 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 이더리움을 이용하여 통통코인 ICO 참여하기 

① 마이이더월렛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통통코인 홈페이지에 있는 코인 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참여하실 코인 수량을 입력합니다. 

③ 가스 한도를 입력합니다. (400,000 가스를 입력하시길 권장합니다) 

④  ‘트랜잭션 전송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전송합니다. 

⑤ 전송이 완료되면 화면 아래에 녹색 창이 뜨는데, 그곳에 있는 Txhash(TXID)를 복사합니다. 

※ 사용하시는 지갑에 따라 전송 방법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을 통해 전송 방법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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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이더리움 전송 시, 제대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기 

① ‘이더스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Txhash 또는 개인지갑 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트랜잭션 목록 중에 통통코인으로 전송한 ‘Txhash 링크’를 클릭합니다. 

③ ‘TxReceipt Status’에 ‘Success’가 뜨면 ICO 참여에 성공하신 것이고, 

‘Fail’이 뜨면 실패하신 것입니다. 

 ※ fail일 경우에는 통통코인 공식 채널로 문의해 주세요.  

 

<전송하는 코인에 따른 Txhash(TXID) 확인 페이지> 

• 비트코인 |  https://blockchain.info/ 

• 이더리움  |  https://etherscan.io/ 

• 퀀텀 | https://qtumexplorer.io/ 

• 에이체인 | https://browser.achain.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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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금이 완료된 후, 트랜잭션ID(TXID)를 입력해주세요. 

• 트랜잭션 ID를 입력하셔야 코인이 제대로 전송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통통코인 지갑이 출시되면 통통코인을 옮겨서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향후 통통코인 지갑이 출시되면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ICO에 참여하셨던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통통코인 지갑으로 코인을 옮겨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통통코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FAQ를 참고하시거나 

CONTACT의 다양한 SNS를 이용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