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체인 공식발표
스페이스체인은 개발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체인 QRC-20 과 이더리움 ERC-20 으로 구성.
된 이중토큰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두 종류 토큰의 스왑환율은 1:1 입니다.
QRC-20 토큰을 SPC 토큰으로 스왑하려면 9 월 14 일 (오전 11 시 59 분, UTC + 8) 전 토큰을 아래
거래소에 입금해 주세요. 공식 스왑은 아래 거래소에서 가능하며 9 월 14 일 (오전 11 시 59 분, UTC
+ 8)부터 시작되고 9 월 17 일 (오전 11 시 59 분, UTC + 8)까지 완료됩니다.
9 월 14 일부터 9 월 17 일까지 SPC 토큰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또한 9 월 14 일부터 QBao
지갑을이용하여 SPC 토큰 스왑을 할 수 있습니다.
•

CoinEgg: https://www.coinegg.com/

•

Coinnest: https://www.coinnest.co.kr/

•

EXX: https://www.exx.com/

•

QBao 다운로드: https://qbao.fund/
자산 보안을 위해 입금하거나 출금 할 때 SPC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왑 관련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업데이트 내용은 스페이스체인 공식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https://www.spacechain.com/ 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SPC 토큰 스왑 방법 소개 ( QRC-20 토큰을 ERC-20 토큰으로 )
스페이스체인은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개발자 커뮤니티와 교류하기 위하여
양자체인 QRC-20 과 이더리움 ERC-20 으로 구성된 이중토큰 모델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종류토큰의
스왑환율은 1:1 이며 두 종류 토큰의 총량은 1,000,000,000 SPC 가 있습니다. 그리고 QRC20 토큰과
ERC20 토큰의 스왑 서비스는 공식 인증을 받은 지갑에서 곧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QRC-20 토큰을 ERC-20 토큰으로 스왑하고 싶으시면 , QBao 지갑과 CoinEgg, Coinnest and
EXX 거래소에서의 스왑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여대상

QRC-20 SPC 의 보유자

스왑환율

QRC-20 SPC : ERC-20 SPC = 1:1

스왑 완료 후, CoinEgg, Coinnest 및 EXX 에서 ERC-20 SPC 토큰의 거래가 가능하며 HitBTC 및
Exrates 거래소에서 QRC-20 SPC 토큰의 거래 서비스는 여전히 제공됩니다.
사용자들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스왑을 할 수 있습니다.

METHOD 1: 거래소를 통한 자동 스왑
토큰 스왑 시작 시간/날짜
토큰 스왑 완료 시간/날짜
거래소

2018 년 9 월 14 일(11:59 AM, UTC+8)
2018 년 9 월 17 일(11:59 AM, UTC+8)
•

CoinEgg: https://www.coinegg.com

•

Coinnest: https://www.coinnest.co.kr

•

EXX: https://www.exx.com

● 9 월 14 일(금)오전 11 시 59 분 (UTC + 8) 전거래소에 QRC-20 SPC 를 입금하면 스왑은 자동으로
집행됩니다.
● 거래소를 통한 모든 SPC 입금 및 출금은 9 월 14 일 (금) 오전 11 시 59 분 (UTC + 8)에 일시
중지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원래 주소에 토큰을 입금하지 마십시오.
● 메인 네트워크가 전환된 뒤 9 월 17 일 (월요일) 오전 11 시 59 분 (UTC + 8)부터 SPC 입금과
출금은 재개됩니다. 거래소 공식 채널에서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있으니 토큰 스왑 이후
거래소 의 거래 재개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스왑 후거래소에서 ERC-20 SPC 의 입금 및 출금만 가능한 반면 SPC 구주소에서는 입금 및
출금은 불가능합니다. 자산 보안을 위해 입금하거나 출금 할 때 Ethereum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METHOD 2: 지갑을 통한 스왑
토큰 교환 시작 시간/날짜

2018 년 9 월 14 일(11:59 AM, UTC+8)

QBao 지갑

https://qbao.fund

QBag 지갑은 QBao 네트워크를 이용한 중앙화된 지갑이며 2018 년 9 월 14 일부터 SPC 스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들은 오랫 동안 또는 언제든지 스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QBag 지갑을 이용할 경우, 자동 처리와 달리 사용자는 직접 조작해야 합니다.
SpaceChain 과 QBao’s 공식 사이트의 공지 사항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페이스체인 토큰 모델
Ethereum 와 Qtum 에서의 서비스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중토큰 스왑

토큰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QRC-20 SPC

57931faffdec114056a49adfcaa1caac159a1a25 (on Qtum)

ERC-20 SPC

0x8069080a922834460c3a092fb2c1510224dc066b (on ETH)

토큰

인터넷 익스플로러 (Explorer)

QRC-20 SPC

http://explorer.spacechain.com

ERC-20 SPC

https://etherscan.io/token/0x8069080a922834460c3a092fb2c1510224d
c066b

스왑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swap@spacechain.com 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