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SH 토큰 구매법
1. smarttripplatform.io/account/ 에서 계정을 생성하거나
smarttripplatform.io 의 메인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ICO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가입시 본인의 이름 및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합니다.
이메일로 확인 링크를 받게됩니다 - 가입 확인을 위해 받으신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가입 후, 이메일 주소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하면 회원 계정 페이지의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회원 정보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 모서리에 표시된 당신의
로그인 이름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및 보안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토큰 구매를 위해 대쉬보드로 전환합니다.
3. 계산기 도구를 이용하여 구매에 사용할 가상화폐를
선택합니다.
구매할 TASH양을 입력하거나 구매에 사용할 가상화폐의
금액을 설정해 주십시오 - 계산기 도구의 화살표 버튼을
사용하여 두가지의 구매 옵션 중 원하시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토큰의 현재 가격과 기부금액에 따라 할인액이 자동으로
계산될 것 입니다.
좌측 하단 모서리에서 총 할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TASH 토큰 구매 추천 링크를
지인들에게 보내면 됩니다.
당신의 회원 정보 페이지에서 추천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기부하기를 누르십시오.
5. 당신의 기부액이 $10,000어치의 가상화폐 금액을 초과할 시
자동적으로 KYC 절차가 즉시 완료됩니다.
신분증의 스캔본과 관리비 명세서, 은행에서 보낸 주소가 적힌
편지 등 현 거주지의 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의 스캔본을
업로드 하시고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토큰 구매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입니다.
당신의 기부액이 $10,000어치 이하의 가상화폐 금액일때
추후에 KYC 절차를 완료하실 수 있으시며 반드시 최소 IOC의
종료 이틀 전까지는 완료해야 합니다.
6. 이더리움 지갑 번호를 입력합니다 - TASH 토큰을 동일
지갑으로 보낸 후 지불을 완료합니다.
절대로 전자 교환 지갑 또는 JAXX 지갑의 번호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다음의 ERC20-호환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MyEtherWallet (no download needed)
● MyEtherWallet (다운로드 불필요)
● MetaMask (Firefox and Chrome browser addon)
● MetaMask (파이어폭스, 크롬 브라우저에서만 가능)
● Mist (Desktop)
● Mist (데스크탑)
● Parity (Desktop)
● Parity (데스크탑)
● imToken (iPhone)
● imToken (아이폰)

7. 계속하기를 누르십시오 - 선택하신 가상화폐의 지갑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지갑으로 선택된 금액을
송금하십시오.

8.송금이 완료되면 당신의 TASH 토큰이 당신의 이더리움
지갑으로 전송될 것입니다.
9. 당신의 지갑에 저장된 TASH 토큰을 시각화 하기위해서는
‘토큰’ 으로 들어가 연락처
주소0x002f06abe6995fd0ea4be011c53bfc989fa53ce0, 소수 18, 코드
TASH 칸을 입력하여 토큰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10.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공식 텔레그램 그룹 또는
info@smarttripplatform.io로 연락을 해주십시오.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