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타마스크 플레이월렛 지갑 가져오기 가이드
(플레이월렛 니모닉 보관중인 유저들께만 해당 가이드 적용됨)

플레이월렛 지갑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니모닉을 순서대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플레이월렛 생성 때의 니모닉 잘 보관하고 계시는 지 미리 확인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월렛 니모닉 분실되거나 모르겠지만 플레이월렛 아직 쓸 수 있는 분들 메타마스크 지갑 생
성해서 플레이월렛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시기 바랍니다.
(니모닉은 개인키이며 분실하는 경우 다시 되찾을 수 없으니 암호화폐 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니모닉 보관에 유의해야 합니다. 플레이엑스가 니모닉 분실로 가상자산 일어버린 경우에
대해 책임이나 없습니다.)

1. 메타마스크(MetaMask) 앱 설치하기
메타마스크 앱은 안드로이드 및 IOS 버전이 모두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에 알맞은 구글플레
이스토어/앱스토어 가서 “metamask”로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으세요.

2. 메타마스크(MetaMask) 지갑 생성하기
모바일 메타마스크 지갑 앱을 최초 실행 시, ‘Get started’를 클릭하고 다음 화면에서 ‘import using
seed phrase’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지갑 가져오기 정보 입력
“Import from seed”라는 화면이 나오면 먼저 화면 오늘쪽 상단에 show를 클릭하여 입력한 니모닉
이 보일 수 있게 설정하세요.
① Seed phrase: 플레이월렛 12개 영어단어로 구성한 니모닉을 순서대로 정확히 입력하세요.
(단어 간에 빈칸으로 구분하세요)
② 12개 Seed phrase(플레이월렛 니모닉) 입력 완료 후 지갑 프라이빗키 새로 설정하세요.
프라이빗키는 지갑 접근할 수 있는 로그인 비밀번호이며 지갑 복원 가능한 개인 암호키인 니
모닉과 다른 점은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앱을 지웠다가 재설치 했을 때, 그리고 모바일에서 사용하던 이더 지갑 PC
에서 불러오려고 할 때 프라이빗키 혹은 씨드 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12개의 영어단어가 없으면
백업이 불가능하니 꼭 미리 챙겨주세요)
③ 지갑 프라이빗키까지 설정되면 “import” 클릭하여 플레이월렛 지갑 가져오기 성공했습니
다.

3. 메스마스크에서 가져온 이더리움 지갑은 메인 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가져온 지갑에
서 보시면 이더리움 외에 PLX/PLY 코인이 안 보입니다. 메타마스크에서 지갑 가져올 때 이더리움
지갑만 보이기 때문에 PLX / PLY 등 이더리움 토큰은 다시 수동으로 추가해야 화면에 제대로 나
오기 때문에 “Add Token” 통해 추가하세요.

4. “Add Token” 클릭 후 “Add Asset” 화면에서 “CUSTOM TOKEN” 클릭해서 추가할 토큰 정보를
입력 후 “ADD TOKEN” 버튼을 누르세요(여기에서 PLX 토큰 추가할 때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Token Address: 0x694522eF876d096D9E2B3A2027d6251C9214D54f
Token Symbol: PLX
Token of Precision: 9

5. “ADD TOKEN” 추가 완료 후 지갑 메인 화면에서 플레이월렛 내에 가상자산 현황이 뜨며 플레
이월렛 지갑 가져오기 완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