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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market 이용 안내



AFTmarket은 BJ와 유저 모두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저는 BJ의 상품을 구매하면서 투자와 후원을 동시에 진행하고

재판매를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BJ에게는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금액 50%를 후원금으로 드리고

재판매 시 판매금액의 1%를 후원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BJ와 유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AFT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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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선 MetaMask 지갑이 필수로 연동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연동이 되어있다면 간단한 입찰 승인을 통해 상품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상품 입찰 내역은 경매 참여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하고자 하는 상품의 입찰가 보다 높은 WETH가 있어야 합니다.)

입찰승인지갑연결

WETH 잔액 확인 입찰완료

AFTmarket 경매 입찰 참여



낙찰받은 상품 확인

낙찰받은 상품을 확인하려면 우측 상단에 유저 계정에서 

유저의 닉네임을 클릭하여 나의 상품에 접속한 뒤,

내 컬렉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 재판매 등록 

보유 중인 상품 및 상품 페이지에서 경매 등록을 통해 재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1. 경매 시작가를 입력합니다.

2. 경매 시작 날짜 및 경매 진행 기간을 선택합니다.

3. 모든 설정이 끝나면 경매 등록을 통해 상품 경매를 시작합니다.

(모바일은 상품 페이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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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의 입찰이 진행되면 경매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MetaMask 설치 안내



1. AFTmarket과 지갑 설치

우측 상단의 지갑 모형의 아이콘 클릭 시 MetaMask 페이지가 노출되어

쉽게 설치 또는 연동이 가능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2. 확장 아이콘 실행 및 시작

1. 우측 상단의 퍼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합니다. 

2. MetaMask 아이콘 목록이 나오면 클릭 후 실행 합니다.

3. 활성화 된 페이지에서 시작하기를 클릭 합니다.

해당 모양 클릭 시 MetaMask 아이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지갑 생성하기

1. 지갑이 없을 경우 지갑 생성을 클릭하여 암호 생성 후 

좌측 영상 시청(가급적 시청을 권고 드립니다.)

2. 시청 후 비밀 백업 구문 확인한 다음 테스트를 진행해야 

가입이 완료됩니다.

(비밀 백업 구문은 타인에게 공개하면 안되며, 분실 시 

설정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구문 공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가입 완료

이 후 비밀 백업 구문을 확인하면 계정 회원가입 완료

(본 이미지가 메인 페이지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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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더리움 토큰외에도 각종 토큰 거래 시 사용되는 네트워크
설정 기능입니다.

4. 계정 세부 정보, 이더스캔(거래 내용), 지갑을 연동시킨 사이트
(NFT)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5. Refresh list : 홈 화면 목록 새로고침
     import tokens : 토큰 추가

2. 이더리움 토큰을 구매하고 송금 및 변경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1. 사용하는 유저의 닉네임(Account1)과 주소이며, 
번거로움 없이 클릭만하면 주소가 복사되어 쉽게 공유가 가능합니다.

MetaMask 메인 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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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MetaMask에 이더리움 토큰 보내기

코인 거래소 입출금 페이지에서 이더리움 코인 출금 신청을 합니다.
출금 방식은 일반 출금으로 선택한 뒤 출금 주소에 사용자의 MetaMask 지갑 주소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MetaMask에서 WETH로 스왑하기

AFTmarket에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WETH 토큰이 필요합니다.

1. 스왑 기능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큰을 선택 

2. 변경 토큰을 WETH로 설정한 뒤 스왑 검토를 진행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