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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아스타는 가상 자산 결제를 위해 기존의 결제 방식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하여 현금 및 신용 카드를 포함한 기존 결제 방식에 신뢰를 더합니다.  

현재 아스타는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해 다중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의료, 헬스 케어, 소매, 교육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단순한 마케팅 플랫폼 그 이상의 것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결제 방식보다 

수수료를 낮추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아스타는 네트워크 효과를 최적화하여 디지털 자산 결제 서비스의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스타 브릿지란 ?  

아스타 브릿지는 사용자가 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ASTA 토큰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스왑 플랫폼입니다.         

ASTA는 현재 ERC-20에 기반한 토큰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아스타 브릿지를 통해 

이더리움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간에 토큰을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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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 설정 및 아스타 브릿지와 연결하기 

아스타 브릿지는 메타마스크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스타 브릿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메타마스크

를 아스타 브릿지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메타마스크 다운로드 & 메타마스크에 네트워크 추가하기 

아직 메타마스크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브라우저, iOS 및 안드로이드에서 메타마스크 확장 프로그램을 

다운하여 주십시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메타마스크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https://metamask.io/download.html

          

메타마스크 지갑을 설치한 후에는 해당 네트워크를 추가한 후에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용자는 본인의 메타마스크 지갑에 ASTA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른 지갑에 ASTA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메타마스크로 ASTA를 전송하여 주십시오.

또한 지원되는 모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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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를 자동으로 추가하기 
 
1.  아스타 브릿지로 이동합니다.

2. 처음 브릿지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다이렉트됩니다.

3. 메타마스크에서 사용할 수 없는 네트워크를 선택하면 지갑이 나타나 네트워크를 추가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Approve(승인)”을 선택합니다.

      

  

4. 승인시 네트워크가 메타마스크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제 “네트워크 전환” 옵션에서 해당 네트워크  

    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



4

참고 : 선호하는 네트워크를 추가한 후에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 네트워크로 전환합니다. 

메타마스크를 아스타 브릿지에 연결하기

메타마스크 계정 생성 및 선호하는 네트워크를 선택한 후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을 아스타 브릿지에 

연결하여 주십시오. 아스타 브릿지 웹사이트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메타마스크 아이콘을 클릭시 지갑이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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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ASTA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왑을 진행하기 전 먼저 원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전환하여 주십시오. (이전 섹션 참조: 

메타마스크에 네트워크 추가하기)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아스타 브릿지에 연결하면 ASTA 잔액이 오른쪽 상단 모서리의 메타마스크 아이콘 

옆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메타마스크에 ASTA 토큰을 추가하려면 “Add token(토큰 추가)”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클릭시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Approve(승인)”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bridge.astaplatfo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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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으로 토큰이 추가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ASTA 토큰을 수동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탭 하단에 있는 “Import tokens(토큰 추가)”를 클릭하여 주십시오.

2. ASTA 토큰 컨트랙트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3. 메타마스크가 자동으로 올바른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 토큰 심볼: ASTA, 토큰 자리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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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타 브릿지에 메타마스크 연동하기

모바일 및 PC 사용자 모두 아스타 브릿지에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PC 사용자의 경우 메타마스크 지갑이 

이전에 연결되었다면 자동으로 복구됩니다. 아스타 브릿지 페이지 우측 상단의 메타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바일 기기로 아스타 브릿지를 이용하는 경우 메타마스크 브라우저로 액세스하여 스왑 요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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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마스크 지갑을 연결하면 ASTA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스타 브릿지 요청을 진행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참고: 메타마스크 지갑은 라이트 모드나 다크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메타마스크 지갑 주소 옆에서 이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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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oose Network(네트워크 선택)”을 클릭하고 선호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메타마스크에서 사용한 네트워크와 다른 경우 새롭게 네트워크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Switch Network(네트워크 전환하기)”를 선택합니다.

3.  ASTA 잔액을 전송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4.  전송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5.  스왑하고자 하는 ASTA 금액을 정하였으면 “SET LIMIT(한도 설정)”을 클릭합니다.

6.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리다이렉트됩니다. “Approve(승인)”을 클릭하십시오.

참고: 서명 키가 유출된 경우 위협 행위자로부터 자금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 보안 레이어를 구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500 ASTA를 한도로 설정했다면, 추후에 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해당 금액으로만 스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거래에서 100 ASTA를 스왑한다면, 나머지 거래에서는 400 ASTA까지만 허용됩니다. 

더 많은 금액 스왑을 원하는 경우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요청을 승인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한도 설정시 

ASTA 지갑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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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왑 한도를 설정한 후 스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한도 설정 또는 ASTA 스왑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탭이나 브라우저를 닫거나 새로 고치지 마십시오. 

메타마스크 지갑에서 확인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어서 아스타 브릿지로부터 확인 알림 및 

트랜잭션 ID도 받게 됩니다.



11

7. 설정한 한도를 염두에 두고 스왑하고자 하는 ASTA 금액을 입력하십시오. 설정한 한도 이상으로 스왑이       

    불가능함을 기억하십시오.

8. 스왑하고자 하는 ASTA 금액이 정해지면 “SWAP NOW(지금 스왑)”을 클릭하십시오.

참고: 다른 네트워크에서 받을 ASTA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수수료로 인해 보내는 수량보다 

받는 수량이 적습니다. 또한, 가스비로 소액의 암호화폐를 지불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그 후 메타마스크 지갑으로 리다이렉트되고 크로스  체인 거래를 확인하는 팝업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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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firm(확인)”을 클릭하십시오.

10. 이제 요청한 금액은 전송 네트워크에서 차감됩니다. 시스템이 금액을 수신 네트워크상에 반영할     

       때까지 기다려주십시오. 거래 요청을 승인하고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3

“Transaction History(거래 내역)”페이지에서 이전의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승인되고 검증되면 선택한 수신 네트워크에서 ASTA를 받게 됩니다.

토큰 소각을 위해 아스타 브릿지를 이용하는 방법 

아스타 브릿지에서 실시간 코인/토큰 소각이 가능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유통량에서 토큰을 영구적으로 

제거하며 사용중인 코인의 갯수를 줄이며 ASTA의 가치를 높입니다.

대시보드에서 소각 시작 날짜, 소각 금액, 거래 해시 및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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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소각이 완료되면 상태가 “Completed (완료)”로 표시됩니다.   

메타마스크에 ETH-ASTA 및 BSC-ASTA토큰 추가하는 방법

ETH-ASTA와 BSC-ASTA토큰을 수동으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메타마스크 아이콘을 클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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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타마스크 탭 하단의 “Import tokens (토큰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2.  “Custom Token (맞춤형 토큰)” 을 클릭하여 아래의 ETH-ASTA또는 BSC-ASTA 토큰 계약  

      주소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 ETH-ASTA 

       0xf2ddae89449b7D26309a5D54614B1FC99C608AF5

• BSC-ASTA 

       0xe66e0EBDe36556dBAef82A9D7A778896a0c40b76

3.  메타마스크가 자동으로 나머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토큰 기호 : ASTA, 토큰 십진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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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스왑시 거래 수수료는 이더리움으로 발생합니다

아아아

아스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