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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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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o Wallet 이란? 

Maroo Wallet은 은행처럼 기관이 중심이 아닌 내가 직접 내 계좌를 관리하는 탈중앙화 지갑입니다.

돈을 은행에 맡기고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암호화폐를 내 지갑에 넣고 내가 관리합니다.

지갑 주인인 내가 개인키를 관리합니다. (개인키는 자물쇠를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더리움(ETH)과 바이낸스체인(BSC) 및 후오비체인(HECO)을 지원합니다. 

캐릭터 이름 ‘마루’ 
‘마루’란 순 우리말로 ‘어떤 사물의 첫째. 또는 어떤 일의 기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루는 지갑이름이자 캐릭터인 강아지 이름입니다.

Maroo Wallet은 블록체인 모바일지갑의 기준이 되고자 마루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 설치

Play Store 안드로이드폰 마켓
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Play 스토어 아이콘을 눌러서 플레이스토어로 이동합니다.

② maroo wallet 으로 검색해서 설치 합니다.

App Store 아이폰  마켓
① 아이폰에서 앱스토어 아이콘을 눌러서 앱스토어로 이동합니다.

② maroo wallet 으로 검색해서 설치 합니다.

앱아이콘

 실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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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갑 만들기

1. 새 지갑 만들기 화면으로 이동

① 설치된 마루지갑 아이콘을 눌러 앱을 실행합니다.

② ‘새 지갑 만들기’ 버튼을 눌러 새지갑 만들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새지갑 만들기 기능은 설치후 처음 한번만 작업합니다.

※ 새 지갑이 만들어지면 다음부터는 지갑 메인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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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지갑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새�지갑�만들기



2. 지갑 만들기

2. 12단어 확인 하기

① ‘12단어 보기’ 버튼을 눌러 12단어를 확인합니다.

※ 12단어는 지갑열쇠와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니 꼭 저장하시고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유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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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어 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12단어 보기



2. 지갑 만들기

3. 12단어 보관하기

① 12단어를 복사해서 다른곳에 적어두시거나 ‘다른곳에 보관’버튼을 눌러서 다른곳에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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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곳에 보관
※ 본인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다른곳에 보관 버튼을 

눌러 12단어를  

다른곳에 보관합니다.



2. 지갑 만들기

4. 정책 확인 및 동의

① 마루지갑 서비스 정책에 동의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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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마루지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정책과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에 동의 합니다.



2. 지갑 만들기

5. 새 지갑 만들기

① ‘만들기’버튼을 눌러 새 지갑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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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기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서

새 지갑을 만듭니다.



2. 지갑 만들기

6. 보안코드 생성

①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6자리 보안코드를 입력합니다.

※ 보안코드는 보내기나 중요한 변경, 열람시 보안을 확인합니다.

- 10 -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6자리 보안코드를 입력합니다.



2. 지갑 만들기

7. 보안코드 확인

① 생성한 보안코드를 확인용으로 한번 더 입력하면 초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 보안코드는 보내기나 중요한 변경, 열람시 보안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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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6자리 보안코드를 재입력합니다.



2. 지갑 만들기

8. 홈 화면

① 지갑이 만들어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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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갑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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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갑 불러오기 화면으로 이동

① 설치된 마루지갑 아이콘을 눌러 앱을 실행합니다.

② ‘지갑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 새지갑 만들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지갑을 불러오면 다음부터는 지갑 메인화면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내 지갑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내�지갑�불러오기



3. 지갑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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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단어 입력

① 보관중인 12단어를 입력해 줍니다.

보관중인 12단어를

입력합니다.



3. 지갑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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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확인 및 동의

① 마루지갑 서비스 정책에 동의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마루지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정책과 개인정보에 관한 정책에 동의 합니다.



3. 지갑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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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갑 불러오기

①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용하던 지갑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하던 지갑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



6. 보안코드 생성

①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6자리 보안코드를 새로 입력합니다.

※ 보안코드는 보내기나 중요한 변경, 열람시 보안을 확인합니다.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6자리 보안코드를 입력합니다.

3. 지갑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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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갑 불러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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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안코드 확인

① 생성한 보안코드를 확인용으로 한번 더 입력하면 초기 설정이 완료됩니다.

※ 보안코드는 보내기나 중요한 변경, 열람시 보안을 확인합니다.

숫자 키패드를 이용해서 

6자리 보안코드를 재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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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갑 불러오기

8. 홈 화면

① 지갑을 불러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4. 홈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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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 화면

① 지갑 세팅이 끝나면 홈화면을 보게됩니다.

② 지갑앱을 종료하고 다시 시작하면 보이는 기본화면입니다.

내가 가진 암호화폐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목록에 있는 

암호화폐들의

자산 총액입니다.

내가 보유한 

자산 총액입니다.

내 지갑주소 입니다.

현재 설정된 메인넷

입니다. 변경 버튼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받기 버튼을 눌러 

암호화폐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 

코인을 추가하고, 

삭제합니다.

메인메뉴 입니다.

디앱, 마이페이지 

이동 버튼입니다.



토큰이 입금되면 자동으로 

내역이 나타납니다.

5. 암호화폐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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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호화폐 관리 페이지 이동

① 기본으로 지갑에 암호화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내역에 추가됩니다.

② 암호화폐를 메인화면에서 안보이게 하려면 먼저 코인관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 Maroo Wallet은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계열의 암호화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코인관리 버튼을 

눌러 줍니다.

코인 관리



5. 암호화폐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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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호화폐 안보이기

① 추가 되어있는 암호화폐의 스위치를 꺼줍니다.

② 뒤로가기 버튼으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 주요 암호화폐인 이더리움과 바이낸스는 감추기가 안됩니다.

①스위치를 꺼줍니다.

②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암호화폐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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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화폐 관리 페이지 이동

① 기본으로 지갑에 암호화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내역에 추가됩니다.

② 암호화폐를 메인화면에서 안보이게 하려면 먼저 코인관리 버튼을 눌러줍니다.

코인관리 버튼을 

눌러 줍니다.

코인 관리



5. 암호화폐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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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호화폐 보이기

① 메인에서 보이게 할 암호화폐의 오른쪽 스위치를 켜줍니다.

② 뒤로가기 버튼으로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면 토큰이 삭제되어있습니다.

스위치를 켜줍니다.

뒤로가기 버튼을 눌러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암호화폐 받기

- 25 -

1. 받기화면으로 이동1

① HOME에서 받기 버튼을 눌러서 암호화폐 받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Maroo Wallet은 ETH나 BNB 상관없이 받는 주소는 동일 합니다.

받기



6. 암호화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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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호화폐 받기

2. 받기화면으로 이동2

① 암호화폐 페이지에서 왼쪽에 있는 받기 버튼을 눌러 받기페이지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받기



6. 암호화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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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인받기

- 직접 받기 : 상대방에게 QR 코드를 보여주거나 주소를 보냅니다.

- 원격으로 받기 : 상대방에게 주소를 복사해서 보내거나 주소공유 버튼을 눌러 SNS로 보냅니다. 

주소를 복사해서 메일이나 

SNS로보내거나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공유 버튼을 눌러서

나오는 페이지에서 

선택해 보냅니다.

직접 거래시는 QR코드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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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1. 보낼 암호화폐 페이지로 이동

① 보낼 암호화폐를 선택해서 해당 암호화폐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반드시 보낼 암호화폐를 선택해 주세요.

BNB
￦36,091

0.08917279

보내기 원하는 코인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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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2. 보내기 페이지로 이동

① 보내기 버튼을 눌러 보내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반드시 보낼 암호화폐를 선택해 주세요.

보내기

보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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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3. 정보입력

① 받는이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② 보낼 수량을 입력해 줍니다. (환율은 참고용으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③ 수수료는 자동으로 기본 수수료를 적용합니다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받는사람의 지갑주소

입력란

보낼수량 입력란

암호화폐 전송시 

사용되는 수수료 입니다.

받는 사람의 지갑주소를

입력하는 3가지 방법

보낼수량을 입력하시면

환율이 자동으로 적용되어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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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4. 받는이 지갑주소 입력

※ 받는이 지갑주소를 입력하는 방법은 3가지가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① 미리 입력한 주소록에서 입력하는 방법.

② QR코드를 찍어서 입력하는 방법.

③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해서 입력하는 방법. 

원하는 방법으로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주소록 QR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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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4-1-1. 주소록에서 입력

① 주소록 버튼을 눌러서 주소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주소록에 미리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소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주소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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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4-1-2. 주소록에서 입력

① 주소록 페이지에서 보낼사람을 찾아 선택해 줍니다.

※ 주소록에 미리 주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홍길동
0x7321a62bABDC2B42A4BAE854734d44D60
a9E87C0

해당 주소를 눌러주면 

주소가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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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4-2-1. QR코드로 입력

① QR 버튼을 눌러서 QR 코드를 촬영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바로 앞에서 거래할때 유용 합니다.

QR 버튼을 눌러줍니다.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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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4-2-2. QR코드로 입력

① 상대방의 지갑주소 QR코드를 화면 중앙부의 밝은 박스에 위치 시키면 자동으로 주소를 가져옵니다. 

※ 바로 앞에서 거래할때 유용 합니다.

상대방의 QR 코드를 중앙부 

밝은 박스 부분에 위치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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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4-3-1. 상대방 지갑주소 붙여넣기

① 상대방의 지갑주소를 복사한뒤 붙여넣기 버튼으로 붙여넣습니다. 

복사한 상대방 주소를 

붙여넣기 버튼으로 입력합니다.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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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5. 보낼수량 입력하기

① 상대방의 지갑주소를 입력했으면, 보낼 수량을 입력합니다.

※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의 SNS로 받은 주소를 복사해서 사용할때 주로 사용합니다. 

0.001

보낼 수량 (BNB)

상대방에게 보낼수량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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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6. 네트워크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① 변경 버튼을 눌러서 수수료 변경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 수수료 세팅은 안해도 기본값이 세팅되어져 있어서 보내집니다.

※ 수수료를 낮게 할수록 전송속도가 느려집니다. (코인이 늦게 전송됩니다.)

변경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 팝업창이 뜹니다.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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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6. 네트워크 수수료를 설정합니다.

① 느림, 보통, 빠름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수수료를 변경합니다.

② 확인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 세팅이 완료됩니다.

※ 수수료 세팅은 안해도 기본값이 세팅되어져 있어서 보내집니다.

※ 수수료를 낮게 할수록 전송속도가 느려집니다. (코인이 늦게 전송됩니다.)

①느림, 보통, 빠름 속도를 

설정하면 네트워크 수수료가 

변경됩니다.

느림 보통 빠름

②확인 버튼을 누르면

수수료세팅이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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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7. 보내기 버튼 누르기

① 보내기 버튼을 누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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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암호화폐 보내기

8. 보내기

① 팝업창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암호화폐가 전송됩니다. 

팝업창의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코인이 전송됩니다.

보내기



8. 내역 보기

1. 암호화폐 화면

① 보내고 받은 내역을 보기 원하는 암호화폐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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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
￦36,091

0.08917279

내역을 보고싶은

암호화폐를 눌러주세요.



8. 내역 보기

2. 내역 확인

① 보내고 받은 내역은 암호화폐 정보 밑으로 쌓이게 됩니다.

② 더 자세히 보고싶은 내역을 누르면 보낸주소, 받은 주소와 수수료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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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BNB

2021-6-14 2:38

보내기

0xcbb8...704e

0.0995 BNB

2021-6-14 2:1

받기

0xad9f...5cbc



8. 내역 보기

3. 자세히 보기

① 보낸주소, 받은주소와 수수료를 확인가능 합니다.

② 정보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암호화폐의 블록 익스플로러로 이동해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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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더보기정보�더보기

정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가능합니다.



9. 댑 (DApp)

1. 댑(DApp) 화면으로 이동하기

① 하단 메뉴에서 DApp버튼을 눌러 DApp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DApp은 주로 Defi 기능으로  암호화폐의 일정량을 지분으로 고정시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 수익을 보상 받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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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p 버튼을 

눌러줍니다.

DAPP



9. 댑 (DApp)

2. 원하는 댑(DApp)서비스로 이동하기

① UNISWAP, PANCAKESWAP, 1INCH등 원하는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 UNISWAP은 이더리움(ETH), PANCAKESWAP은 바이낸스(BNB), 

    1INCH는 이더리움,바이낸스 두 체인 다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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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WAP

PANCAKESWAP

1INCH

DApp은 이더리움과 

바이낸스체인이 각각 

구분되어있습니다.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동합니다.

UNISWAP (ETH)
유니스왑은 이더리움토큰을 다른토큰과 교환할 수

있고, 유동성 풀이라는 특별한 저장소에 내 자산을 대출

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PANCAKESWAP (BNB)
팬케이크스왑은 바이낸스토큰을 다른토큰과 교환할 수 

있고, 유동성 풀이라는 특별한 저장소에 내 자산으로 

농사를 지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INCH (ETH,BNB)
원인치는 이더리움과 바이낸스토큰을 다른토큰과 

교환할 수 있고, 유동성 풀이라는 특별한 저장소에 

내 자산을 대출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댑 (DApp)

3. Maroo Wallet 연결하기1

① Pancakeswap의 하단 Unlock Wallet 버튼을 눌러 지갑을 연결할 준비를 합니다.

※ 지갑 연결 방법은 각 서비스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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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lock Wallet

Unlock Wallet 버튼을 눌러

지갑을 연결할 준비를 합니다.



9. 댑 (DApp)

3. Maroo Wallet 연결하기2

① 팝업창의 Maroo Wallet 버튼을 눌러 지갑을 연결합니다.

※ 지갑 연결 방법은 각 서비스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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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oo Wallet

Maroo Wallet 버튼을 눌러

지갑을 연결합니다.



9. 댑 (DApp)

3. Maroo Wallet 연결하기3

① 팝업창의 연결 버튼을 눌러 주면 비로소 지갑이 연결됩니다.

※ 지갑 연결 방법은 각 서비스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연결

연결 버튼을 눌러 지갑을

연결 합니다.

지갑주소가 들어가있으면

연결되어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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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댑 (DApp)

4. Maroo Wallet 연결 해제하기1

① 댑(DApp) 서비스의 중간에있는 연결된 서비스 보기 버튼을 눌러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댑(DApp)에 연결된 지갑을 연결 해제할때 사용합니다.

※ 댑(DApp)관련 서비스의 수수료를 받던가 스왑된 암호화폐는 연결 해제 상태라도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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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서비스 보기

연결된 서비스 보기버튼을 

눌러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9. 댑 (DApp)

5. Maroo Wallet 연결 해제하기2

① 댑(DApp) 서비스 페이지의 해당 서비스우측의       버튼을 눌러줍니다.

② 팝업창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해제됩니다.

※ 댑(DApp)에 연결된 지갑을 연결 해제할때 사용합니다.

※ 댑(DApp)관련 서비스의 수수료를 받던가 스왑된 암호화폐는 연결 해제 상태라도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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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② 삭제 버튼을 누르면

연결이 해제됩니다.

① 해당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뜹니다.



10. My page

1. My page 화면으로 이동하기

① 하단 메뉴에서 My page 버튼을 눌러 My page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My page에서 대부분의 세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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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PAGE 버튼을 

눌러줍니다.

MY PAGE



10. My page

2. My page 화면

① 복구용 12단어와 개인키 : 내지갑을 복구 할수있는 12단어와 개인키를 확인합니다.

② 주소록 : 코인 보내기 편하게 주소록에 상대방 지갑주소를 저장해서 사용합니다.

③ 기준통화 변경 : 내 암호화폐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준환율을 변경합니다. (달러, 원화)

④ 네트워크 변경 : 이더리움과 바이낸스체인을 변경합니다.

⑤ 개인정보 취급 방침 :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확인 합니다.

⑥ 서비스 정책 : 서비스 정책을 확인 합니다.

⑦ 버전 : Maroo Wallet 의 버전을 확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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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구용 12단어와 개인키

1. 복구용 12단어와 개인키 화면으로 이동하기

① 복구용 12단어와 개인키를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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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용 12단어와 개인키



11. 복구용 12단어와 개인키

2. 비밀번호 인증

① 민감한 부분이라 보안 인증을 마친 후 화면으로 이동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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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단어와 개인키, 공개키를 확인 

① 복구용 12단어와 개인키, 지갑 주소를 확인 합니다.

※ 복구용 12단어와 개인키는 내 지갑의 열쇠와 같으므로 절대 남에게 공개하지 말아야 합니다.

11. 복구용 12단어와 개인키

- 56 -



12. 주소록

1. 주소록 화면으로 이동

① MY PAGE화면에서 주소록을 눌러서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주소록을 추가하고 삭제 할 수있습니다.

③      버튼을 눌러 주소록을 추가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

주소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57 -



12. 주소록

2. 주소록 추가하기

①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이름과 상대방 주소를 입력한 후 저장을 누르면 주소록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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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소록

3. 주소록 삭제하기

① 주소록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삭제하기 팝업이 뜹니다.

② 팝업창에서 삭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주소록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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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준통화 변경

1. 기준통화 변경 화면

① MY PAGE화면에서 주소록을 눌러서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달러로 보시려면, 미국국기 오른쪽         을 눌러서 체크박스를 활성화        해주시면 달러로 

     나오고, 태극문양 오른쪽 원형마크를 눌러 체크박스를 활성화 하시면 원화로 나옵니다. 

USD

KRW

달러로 보려면 USD우측 체크박스를 활성화 해주시고,

원화로 보려면 KRW 우측 체크박스를 활성화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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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네트워크 변경

1. 네트워크 변경 화면

① MY PAGE화면에서 네트워크 변경을 눌러서 해당화면으로 이동합니다.

② 변경 하고 싶은 네트워크의         를 눌러서   체크박스를 활성화        해주시면 해당 네트워크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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