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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는 오픈 소스 이더리움 지갑으로 모든 종류의 이더

리움 기반 토큰(ERC-20 표준 또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과 같

은)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로부터 토큰을 수신

할 수 있으며, BOA BizNet Swap 기능을 통해 ‘FINPL Token’

을 구매 및 교환할 수 있습니다.

1. MetaMask란?

1.1. 왜지갑이필요한가요?

메타마스크는 암호화폐 지갑이자(Chrome, Firefox 및 Brave

의) 웹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으로 이더리움 및 ERC-20 토

큰의 저장, 전 송 및 수령에 사용됩니다. 즉, 이를 통해 일반 웹

사이트를 통한 이더리움 트랜잭션이 가능해집니다. 메타마스

크는 이더리움 암호화폐 용 키 저장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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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taMask앱접속하기

2

메타마스크는 일반적인 암호화폐 지갑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인 강점은 스마트 콘트랙트 및 탈중앙 애플리케이션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PC버전으로 메타

마스크를 설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마스크는 Chrome, Firefox, Brave, Edge 브라우저를 지

원하고 있지만, 본 매뉴얼에서는 ‘Chrome’을 권장하고 있습니

다.



3. MetaMask다운로드

구글 크롬으로 MetaMask의 공식 다운로드 페이지

(metamask.io)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다운

로드를 클릭하시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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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지갑생성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지갑을 생성해보겠습니다 . 아래 창에

‘Chrome에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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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창이 뜨면 ‘확장 프로그램 추가’ 버튼을 클릭해주

세요.



4-2. 지갑생성하기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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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지갑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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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4. 지갑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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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갑이 있는 경우는 ‘지갑 가져오기’ 버튼을,

지갑이 없는 경우는 ‘지갑 생성’을 클릭해주세요.

대부분 지갑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갑 생성’을 중

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 지갑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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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리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보안을 위해 대문자, 소

문자, 숫자, 특수문자 조합을 권장합니다) 동일한 비밀번호 2

번 입력 후, 이용약관 동의 및 생성 버튼을 순서대로 클릭해주

세요.



4-6. 지갑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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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복구 구문과 지갑을 안정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안

내하는 영상입니다. 숙지하시면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

완료 후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4-7. 지갑생성하기(비밀복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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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모자이크가 처리된 영역을 클릭하면

총 12개의 영문 단어들이 생성됩니다. 해당 단어들은 메타마

스크를 복구 할 때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모바일 SNS나 카톡방, 메모장 같은 곳에 보관하면 보

안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오프라인 노트 등에 2~3곳

에 적어서 보관해주세요 그림 오른쪽에 팁 문장을 꼭 읽어보

세요.



4-8. 지갑생성하기(비밀복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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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복구 구문의 12개 단어를 확인 및 메모를 꼭 해 놓으시고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 위 백업 구문은 예시입니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4-9. 지갑생성하기(비밀복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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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해 놓은 비밀 복구 구문의 12개 단어를 순서대로 클릭하

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 위 백업 구문은 예시입니다. 동일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4-10. 지갑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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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두 완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11. 지갑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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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드디어 메타마스크 지갑이 생성되었습니다.

12:00



4-12. 지갑생성하기

압정과 같이 생긴 ‘고정’ 아이콘을 클릭하면 추후 메타마스크

를 쉽게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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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모바일앱설치하기

메타마스크 모바일 앱은 ios와 android를 지원합니다. 여기서는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메타마스크를 설치합니다.

2. 앱을 열고 ‘시작하기’를 클릭한 다음 지갑 설정에서 ‘계정 시

드 구문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 PC에서 만든 지갑을 모바일로 옮기기 위해서 입니다.

- 모바일 앱에서 처음으로 지갑을 만드는 경우라면 ‘새 지갑

생성’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 지갑을 만드는 방법은 PC버전과 동일합니다.

3. 메타마스크 개선에 참여 – 원하는 대로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4. 계정 시드 구문을 입력하고 접속에 필요한 암호를 설정합니

다.

- 지갑을 설치할 때 보관했던 시드 구문(비밀 백업 구문)을 순

서대로 입력합니다.

5. 모바일 앱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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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메타마스크 지갑을 설치했다면 모바일에서도 동일하게 사

용하실 수 있습니다.



“We believe in a world where 
the barriers to minority 
privilege are remo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