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스코인입니다.
Congress Voting 투표권을 갖고 계신, BOScoin Congress member들을 위한 토론 공간을 마
련했습니다.
BOScoin Congress Member들이 함께 모여 BOScoin에서 진행하게 될 PF에 관한 토론과
BOScoin Governance와 ecosystem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Congress Member라면, 지금 바로 포럼 사이트를 방문해 보세요!

포럼 방문하기

소개
⁃

서비스 이름: BOScoin Congress forum (보스코인 콩그레스 포럼)

⁃

참여자: 투표권이 있는 BOScoin Congress Member들만 참여 가능

⁃

운영자: 보스코인 커뮤니티 운영위원회

⁃

관리자: @pftam, @marketing @servicedesign

사용 방법
포럼 로그인 방법
1.
2.
3.

포럼 페이지를 방문하세요.
URL: http://congress-forum.boscoin.io/
포럼 페이지 상단의 Sign in(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멤버십 계좌의 “보안키” 또는 “복구키+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로그인해주세요.

새 토론 작성 방법
1.
2.
3.
4.

포럼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새 토론” 버튼을 클릭하세요.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토론 제목과 토론할 내용을 상세히 적어주세요.
“토의 게시”(저장)를 클릭하면, 내가 작성한 토론이 멤버들에게 공개됩니다.

새로운 투표 생성 방법
1.
2.
3.
4.
5.
6.
7.
8.
9.

포럼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새 토론” 버튼 오른쪽의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새로운 투표” 메뉴명을 클릭하세요.
카테고리를 선택하세요.
여론 조사 질문(투표 제목)을 입력하세요.
선택 사항인 설명(투표 내용)을 입력하세요. (선택 값으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투표 옵션에서 “1번”부터 내용을 입력하세요.
항목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추가 투표 옵션 입력란이 생성됩니다.
투표 옵션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해당 항목은 노출되지 않습니다.
“여론 조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투표가 멤버들에게 공개됩니다.
* 익명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싶다면, “해당 설문 조사를 익명으로” 표시 왼쪽에 있는 “체크
박스”를 클릭하세요.

내가 작성한 토론 수정 방법
1.
2.
3.
4.
5.

내가 작성한 토론 글을 클릭하세요.
토론 제목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편집”을 클릭하세요.
토론 제목과 토론할 내용을 수정하세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토론이 멤버들에게 공개됩니다.
* 토론은 편집만 가능합니다. 게시물의 삭제를 원하면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내가 작성한 투표 수정 방법
1.
2.
3.
4.
5.

내가 작성한 투표 글을 클릭하세요.
투표 제목 오른쪽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편집”을 클릭하세요.
투표 제목과 투표 설명을 수정하세요.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된 투표가 멤버들에게 공개됩니다.
* 투표는 제목과 설명만 편집만 가능하며, 항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게시물의 삭제를 원
하면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댓글 작성 방법
1.
2.
3.
4.

댓글을 남길 토론 글을 클릭하세요.
코멘트 아래 있는 “댓글 쓰기”를 클릭하세요.
“댓글 입력하세요”를 클릭하여, 댓글을 작성하세요.
“댓글 달기” 버튼을 클릭하면, 댓글이 해당 포럼 하단에 등록됩니다.

글 작성 시, 특정 멤버를 호출하는 방법
1.

새 토론 내용 입력 필드 또는 댓글 입력 필드를 클릭하세요

2.
3.
4.

@를 입력해 주세요.
멤버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예시: @boscoin)
내용을 저장하면, 내가 호출한 멤버에게 글 알람이 갑니다.

글 작성 시, 사진이나 문서를 첨부하는 방법
1.
2.
3.
4.

새 토론 내용 입력 필드 또는 댓글 입력 필드를 클릭하세요.
입력 필드 바로 위에 있는 아이콘 중에서 “사진, 문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Choose Files(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내 컴퓨터에 있는 사진 또는 문서를 찾아서 열
어주세요.
내용을 “저장"하면, 내가 첨부한 파일이 멤버들에게 공개됩니다.

특정 멤버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1.
2.
3.
4.
5.
6.
7.
8.

포럼 상단 메뉴에 있는 “인박스”를 클릭하세요.
“새 메시지” 버튼을 클릭하세요.
“수령인 입력필드”에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회원 닉네임을 입력하다보면, 자동으로 해당 키워드로 시작하는 닉네임들을 추천해 드려요
추천된 닉네임 리스트에서 “내가 찾는 멤버 닉네임”을 클릭하세요. (닉네임을 추가로 입력
하면, 대화방이 생성됩니다)
아래 메시지 입력 필드에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대화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대화방이 생성됩니다.
“메시지 추가하기” 영역을 통해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멤버십 계좌 복구키 확인 방법
1.
2.
3.
4.
5.

Congress Voting Desktop application을 실행하세요.
나의 멤버십 계좌를 클릭하세요.
멤버십 계좌 진입 후 왼쪽 아래에 있는 Settings 메뉴를 클릭하세요.
상단의 Confirm Recovery Key 메뉴를 클릭하세요.
나의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복구키를 복사하고 싶다면, Recovery Key 옆 Copy 버튼을 클릭하면, 클립보드에 복구키
가 복사됩니다.

멤버십 계좌 보안키 확인 방법
1.
2.
3.
4.
5.

Congress Voting Desktop application을 실행하세요.
나의 멤버십 계좌를 클릭하세요.
멤버십 계좌 진입 후 왼쪽 아래에 있는 Settings 메뉴를 클릭하세요.
상단의 Confirm Secret Seed 메뉴를 클릭하세요.
나의 멤버십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6.

나의 보안키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보안키를 복사하고 싶다면, Secret Seed 옆 Copy 버튼을 클릭하면, 클립보드에 보안키
가 복사됩니다.

멤버십 계좌 등록 방법
1.
2.

Congress Voting Desktop application을 다운로드 후 설치해 주세요.
10,000 BOS 이상 보유하고 있는 BOScoin Account의 “보안키 또는 복구키+비밀번호”를
이용해 Congress Voting Desktop application에 추가해 주세요.
3. 계좌 등록 후 홈 화면에 보이는 “Available Account(이용 가능한 계좌)"를 클릭하세요.
4. 왼쪽에 있는 “Congress Voting” 메뉴를 클릭하세요.
5. KYC(본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나의 신분증 사진과 나의 셀카가 있어야 함)
6. KYC(본인 인증)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1~2일 내로 인증 완료됨)
7. KYC(본인 인증) 통과 후 Congress Voting Desktop application에 있는 Account(계좌)
로 진입하여, Conduct Freezing(프리징 하기)을 클릭해 주세요.
8. 프리징할 BOScoin을 10,000 BOS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9. 비밀번호 인증까지 완료하면, 프리징이 완료되면서 “보스코인 콩그레스 멤버십”을 획득하
게 됩니다.
10. 이 멤버십 계좌의 “보안키 또는 복구키+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OScoin Congress forum
(보스코인 콩그레스 포럼)에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