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글로벌 Top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
소개 및 추천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2022-introducing-top-10-global-cryptocurrency-
exchange-rankings-never-miss-
it?__cf_chl_tk=FNAnxnYqarvmKEyOXxpFYj_92V4jlw3VG4NrcC97Yzs-1684675488-0-gaNycGzNDjs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특정 국가나 지역에서 발행되지 않으며 주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
래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자산을 이전 및 거래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란 고객이 암호화폐를 다른 자
산(전통 법정화폐와 다른 암호화폐 포함)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장소입니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중앙 집중식 시장을 제공하여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줄이며 거래 프로세스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에는 가상 화폐 투자자를 위한 수백 개의 가상 화폐 거래소가 있으며 상품, 등록, 수수료 등의 면
에서 서로 다릅니다.특히 지원되는 코인이나 토큰의 수량이나, 안전, 거래 수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거래 플랫폼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여기서 코인마켓캡의 관련 추천 데이터를 참고하여
2023년 글로벌 톱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를 요약하고 간략히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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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 또는 암호화폐 거래소 뜻

암호화폐 거래소(暗號貨幣 去來所, cryptocurrency exchange)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합
니다. 간략히 거래소라고 부릅니다.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익스체인
지(exchange)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를 달러($), 유
로(€), 파운드(£), 위안(Ұ), 엔(¥), 원(₩)화 등 실제 화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사설 외환 환전소에서 외환과 원화를 환전해주는 것처럼 암호화폐 거래소도 그저 그때 그때 환전 업무를 할
뿐입니다. 거래소를 은행으로 착각하고 거액을 넣어놓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는 것이다. 원래 환전 거래소는
즉석에서 환전을 하는 곳이지, 장기간 거액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장기 보관은 이더리움이나
TrueCrypt 등으로 오프라인의 콜드 스토리지에 하는 것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 거래소와 달리 개장시간과 폐장시간이 없이 1일 24시간, 1년 365일 항상 인터넷으
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또한 현재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는 BTC/USD 또는 ETH/USD와 같은 명
목화폐 페어를 지원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미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는 약 1만개 정도입니다. 2018년 4월 초에 암호화폐 거래소 개수가 처음으로 1
만개를 돌파했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한국의 업비트(upbit), 코인원(coinone), 빗썸(bithumb), 코빗(korbit), 도
비(dobiexchange),

중국계 게이트아이오(Gate.io), 바이낸스(binance), 비트파이넥스(bitfinex), 오케이코인(OKcoin), 후오
비(Huobi, 火幣), 비티씨씨(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bitcoin-price-forecas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domestic-top-cryptocurrency-exchange-list-of-domestic-cryptocurrency-exchanges
https://www.btcc.com/ko-KR/trade/BTCUSDT
https://www.btcc.com/ko-KR/trade/BTCUSDT


미국의 비트렉스(bittrex), 코인베이스(coinbase), 제미니(gemini), 크라켄(kraken), 폴로닉스(poloniex),

일본의 비트플라이어(bitflyer), 코인체크(coincheck), 비트포인트(bitpoi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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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선물) 리스트

현물 거래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량과 등록된 활성 사용자를 나타내는 최고의 지표입니다. 10위권 내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이는 거래소 설립시기 부터 거래 수수료 까지 소개합니다.

거래소 설립시기 24h 거래량 수수료（%） 코인 지원 지역 한국어 지원 여부

1.바이낸
스(Binance) 2017/7 13,173,674,428 0.1 387 전 세계 지원 안 됨

2.코인베이
스(Coinbase) 2014/5 1,029,134,365 0.25 224 전 세계 지원 안 됨

3.크라켄(Kraken) 2011/7 685,341,813 0.25 207 전 세계 지원 안 됨

4.쿠코인(KuCoin) 2017/8 340,901,726 0.1 739 전 세계 지원

5.Bitstamp 2011/7 130,139,895 0.15 71 전 세계 지원 안 됨

6.Bitfinex 2012/10 81,836,860 0.1 191 전 세계 지원 안 됨

7.Gate.io 2013/4 695,677,942 0.2 1507 전 세계 지원 안 됨

8.빗썸 2014/1 224,050,531 0.2 170 전 세계 지원

9.OKX 2011/7 148,330,528 0.15 352 전 세계 지원

10.후오비 글로벌
(Huobi Global) 2013/9 529,696,873 0.2 608 전 세계 지원 안 됨

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로 30개 이상의 주요 화
폐를 포괄하는 데일리, 위클리, 분기 및 무기한 계약 등 4가지 유형의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하며,
화폐 및 계약 유형에 따라 최대 150배까지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관련페이지:

김프 사이트 TOP 6 추천, 김프 사이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암호화폐 선물 거래란? BTCC 4가지 선물계약 유형 소개! – BTCC

BTCC 가입하고 15,0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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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파생상품) 리스트

일반적인 파생 상품에는 레버리지 거래, 선물계약 , 레버리지 토큰, 옵션 계약 등이 포함됩니다. 투자자는 실
제 시장 상황에 따라 매도매수할 수 있으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 24h 거래량 메이커 수수료 테이커 수수
료(%) 시장수량 

1.바이낸스(Binance) 35,256,874,717 0.02 0.04 236

2.OKX 9,712,518,516 0.02 0.05 197

3.쿠코인(KuCoin) 2,372,364,705 0.02 0.06 123

4.후오비 글로벌(Huobi
Global) 1,418,913,080 0.02 0.04 155

5.바이비트(Bybit) 6,932,239,033 0.01 0.06 191

6.Gate.io 1,192,377,581 0.015 0.05 43

7.Phemex 6,310,587,346 0.01 0.06 35

8.MEXC 5,947,072,632 0.02 0.06 99

9.BTCEX 15,314,343,578 0.02 0.05 35

10.BTCC 거래소 6,769,014,826 0.00 0.00 51

BTCC는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며 1에서 150배까지의 레버리지 및 다양한 주요 암호화폐
에 대한 파생 상품 거래를 제공합니다. 아직 암호화폐 거래 계정이 없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개설
할 수 있으며, 이제 입금하면 최대 3,500 USDT의 거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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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상화폐(비트코인) 거래소 소개

◆바이낸스(Binance)

바이낸스는 세계 1위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홍콩에서 오픈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캐
나다 국적의 창펑 자오(Changpeng Zhao)가 홍콩에서 설립했지만 현재 본사는 몰타로 이전했습니다.

2017년에 시작된 바이낸스의 코인 거래 서비스는 초당 약 140만 주문을 처리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B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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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 및 자체 BNB 코인과 같은 인기 있는 암호화폐를 포함하여 150개 이상의 암호
화폐 거래를 제공합니다. 바이낸스는 거래가 편리하고 선택지가 많아 거래 플랫폼이지만 담보와 생존 기능
이 거래 외 자금 운용을 원활하게 해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해외 거래소이며, 세계 각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과 암호화폐의 허브인 홍콩에 소재한 거래소라서 특별한 규제나 금지 없이 120종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고, 세계 이용자수는 약 1,000만명에 달합니다.

◆BTCC 거래소

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영국, 홍콩 등에
본부를 두어 설립 후 단 한차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새롭게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했습
니다.라이센스를 취득할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또한 고객 자산관리에 측면은 BTCC는 다
중 서명 콜드 월렛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산은 다중 서명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제3자, 사이버 해
커 또는 도둑의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업계 최고의 자산관리로 믿음직한 거래소입니다.

코인마켓캡의 파생상품 순위 5위이며, 전 세께 130개국, 수백만 가입자들에게 29개 페어의 암호화폐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블록체인 자산 거래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에 더해 BTCC의 거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 최소 0.03%입니다.  테이커, 메이커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 수수료나, 숨겨진 수수료 등이 없는 투명하고 낮은 수수료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래 시 최소 금
액이 2 USDT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 초보 투자자들에게 부담 없이 거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 이벤트)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입금액 대비 최대 15,000USD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
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페이지: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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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코인베이스 (Coinbase)

코인베이스(Coinbase)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는 비트코
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으며 현재 1,2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
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2012년에 설립되어 종합 금융서비스기관 USAA,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캐피탈(VC) 기업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유니온스퀘어 벤처스 등으로부터 총 2억
1,700만 달러(약 2,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받았습니다.

가상 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코인베이스는 Coinbase Pro 거래 플랫폼, 코인베이스 지갑,
코인베이스 카드, 코인베이스 언(Earn), USDC 및 가맹점 결제와 같은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인수한 거래소 파라덱스를 통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여러 행보를 보이며 고객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쿠코인(KuCoin)

쿠코인(KuCoin)은 Michael Gan(마이클 간) 와 Eric Don(에릭 돈) 가 2017년에 설립해 아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암호화폐(코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쿠코인은 글로벌 암호화폐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단 5년만
에 1,1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유치하며 사용자 기준 세계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등극했습니다.

쿠코인이 현물 거래, 마진 거래, P2P, 선물 거래 등 다양한 거래를 지원합니다.쿠코인은 인출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더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자의 잔고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쿠코인의 모든 거래에는 거래 이익의
0.1%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언제든지 200가지가 넘는 유형의 암호화폐 매매나 거래를 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서 선택 가능한
400개 이상의 마켓 및 다양한 통화 조합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한, 쿠코인은 KCS(KuCoin Share)라는 자
체 네이티브 토큰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라켄(Kraken)

크라켄(Kraken)은 제시 파월(Jesse Powell)이 뉴욕에서 2011년 샌프란시스코로 옮겨간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크라켄은 전체 비트코인 거래소 중 유로화 기준 거래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캐나
다 달러,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일본 엔화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크라켄은 지속적으로 뉴스 매체에서 최고
의 그리고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 거래소로 평가됩니다.

BTCC 가입하고 15,000USDT 받으세요

유동성 위기로 파산한 FTX 거래소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litecoinlt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ryptocurrency-margin-trading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지난 11월에 글로벌 3 대 거래소 였던 FTX는 계열사 알라메다의 재무구조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위태로운 상황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세계 1위(점유율 50% 넘음) 바
이낸스의 자오창펑 CEO가 “바이낸스 장부에 남아있던 모든 FTT를 팔겠다.” 보탰습니다.FTT코인 가격이
급락하는 동시에, FTX거래소에서 자산을 빼는 ‘뱅크런’이 벌어진 겁니다.

FTX의 뱅크먼 프리드는 “FTX는 괜찮다. 자금도 문제 없다”며 달래기에 나섭니다(나중에 보니 완전 거짓
말). 동시에 자오창펑에게 FTX를 인수해달라고 SOS를 쳐서 인수의향서(LOI)까지 맺기도하지만 하루 만에
자오창펑이 “FTX 상황은 우리가 도울 능력 범위를 넘어섰다”고 철회합니다.

이에 긴급 자금 조달에 나섰으나 실패하자 2019년 5월 설립된 FTX 거래소 지난 11일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
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습니다.

⇒FTX 몰락 원인은? FTX 사태에 대한 생각 – BTCC

FTX가 파산 절차에 돌입하면서 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여러모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 최
악의 사건인 것 같습니다.

FTX 파산의 교훈

FTX 파산 사태는 가상화폐 산업이 한차례 더 상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투자자 관점에서 이번 사
태로부터 몇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현재 약세 시장과 이전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 분산입니다. 다른 전통적인
금융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분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하려면 어떤 거래소에든
높은 비율의 자산을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제품을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암호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법 – BTCC

2) 암호화폐를 거래소 지갑에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여러 핫 월렛도 좋은 선택이지만
콜드 월렛은 자산을 보호하는 더 좋은 선택입니다. 항상 순환 유동해야 하는 코인(가상자산)을 제외하고 나
머지는 자신의 콜드 월렛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이란? 비트코인 지갑은 ? 초보자 위한 가이드 – BTCC

3)고수익 스테이킹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유형의 거래소는 높은 마케팅 비용과 사용자 이자가 간접
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종종 뱅크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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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추천

한국 국내 원화 코인 거래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 및 소개를 살
펴봅니다.

원화 거래소 24h 거래량 수수료(%) 코인수량 지원화폐 

1.빗썸 206,988,318 0.25 193 KRW

2.업비트 1,136,190,019 0.05 174 KRW

3.코인원 46,151,955 0.2 190 KRW

4.코빗 3,000,218 0.15 114 KRW

5.고팍스 854,475 0.2 43 KRW

◆업비트(Upbit)

업비트는 카카오 스탁과 두나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코인 거
래소(원화마켓)입니다.

업비트는 2017년 10월 출시되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이오스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국내 다른 거래소보다 다양한 코인과 292개 마켓 거래를 지원
합니다.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손쉽게 계좌 개설과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PC 및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실거래가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계좌를 모니터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락스크린, 실
시간 알림 등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최소 예금 금액은 5,000원으로 시장에 들어갈 수 있으며, 거래당 수수료는 0.05%입니다. 입금 시
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단 출금할 때는 원화 1,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빗썸(Bithumb)

빗썸(Bithumb)은 한때 세계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던 한국 최장수 플랫폼입니다. 2014년에 출시한
이후,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활발한 거래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운영하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로 최초로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빗썸은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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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온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며, QR송금과 SMS송금도 가능합니다.

현재 빗썸에서는 160여 개 이상의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으며, 거래당 수수료는 0.25%입니다. 현재는 농
협과 서비스 제휴를 하고 있어서, 농협 계좌가 있어야만 한화를 입금할 수 있습니다.

◆코인원(coinone)

코인원(Coinone)은  2014년 설립된 한국의 가상자산 거래소입니다.깔끔한 UI와 프로차트 및 실시간 채팅
이 코인원의 특징입니다. 코인원은 국내 최초로 다중서명(Multisig) 지갑을 적용하였습니다. 가입과 지갑생
성은 간단하지만 비트코인을 첫 출금하려면 사기 예방명목으로 유선 연락을 해야만 한다. 최초로 현금 입금
시 72시간 동안 암호화폐 거래가 불가능하며 이후 전화인증을 해야 비트코인 거래 등이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국내 최초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물론 리플(XRP), 테조스(XTZ), 아톰(ATOM) 등을 상장
하고, 사이버배상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한 거래소입니다.

코인원은 국내 거래소 중 유일하게 메인 마켓(Main Market)과 그로스 마켓(Growth Market)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인 마켓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상장하고, 그로스 마
켓은 성장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을 중심으로, 일종의 잠재코인 발굴처 역할을 합니다. 아직 타 거래소에 상
장되지 않은 초창기 가상자산을 발굴해 투자자에 신규 투자처를 소개하는 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빗(Korbit)

코빗(Korbit)은 2013년 한국 최초로 설립된 암호화폐(코인) 거래소로 유일하게 2013년 말의 비트코인 점핑
을 경험했습니다.코빗은 한국비트코인거래소의 약자입니다.소프트뱅크, 팀 드레이퍼, DCG, 판테라 등의
최상급 펀드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코빗은 2017년 글로벌 게임개발 업체인 넥슨의 모회사 (주)NXC에 인수
되어 (주)NXC의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7일 기준, 실명계좌 거래가 가능한 5대 거래소 중 한 곳으로 코빗은 신한은행 실명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있습니다.

◆고팍스(GOPAX)

고팍스는 2017년 11월 13일에 출시한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고팍스에서 현금으로 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팍스 출범 후 보안성이 높은 거래소로 수년간 유명했지만, 2021년 특금법이 본격 시행
된 이후에도 실명계좌 인증을 계약할 은행을 찾지 못해서 코인만 사고 팔수 있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다가,
2022년 전북은행과의 계약에 성공해 4월 28일부로 현금(원화)거래가 가능한 한국의 5번째 거래소가 되었
습니다.

고팍스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코인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 2023 국내 TOP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정리 및 해외 거래소 추천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하는 이점은?

이 부분 내용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하는 데에 주요 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다양한 코인 종목 제공

국내 거래소에 비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쌍이 더 많고 풍부하게 제공했습니다. 암호화폐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ethereum-clas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aht-is-rippl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domestic-top-cryptocurrency-exchange-list-of-domestic-cryptocurrency-exchang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domestic-top-cryptocurrency-exchange-list-of-domestic-cryptocurrency-exchang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domestic-top-cryptocurrency-exchange-list-of-domestic-cryptocurrency-exchanges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이 많을수록 수익 창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큰돈을 벌고 싶다면 해외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2) 높은 레버리지

많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높은 레버리지를 건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는 10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걸 수 있는 거래소도 존재합니다.

BTCC 거래소는 최대150배의 레버리지 설정이 가능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윤
이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장점과 같은 방식으로, 시장이 불리하게 움직일 경우 손실도 확대 됩니다. 따라서 한
번의 거래에서 전체 자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레버리지 거래 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를
수행 할 때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요합니다.

3)각색 이벤트 준비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국내에 비해 풍부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와 같이 해외 암
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이벤트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저에게 있어서의 이점이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BTCC에서는 다른 거래서와 다르게 다양한 흥미진진한 이벤트로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4)선물거래를 이용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현물은 청산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버티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수익을 볼
방법이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물거래를 비롯한 파생상품은 현물의 이러한 단점을 상



쇄시킬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언제든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자기자본금보다 더욱 큰 금액으로 매매하여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BTCC 거래소는 최대150배의 레버리지 설정이 가능하여,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5)수많은 종류의 자동매매 이용 가능

글로벌 거래소들에서는 트레이딩봇, 카피 트레이딩, 그리드 트레이딩, API 제공 등 매매를 자동화하고 시세
및 각종 정보들을 자동화해서 수집할 수 있게 해주는 수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국내
거래소에는 존재하지도,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우수한 기능들입니다. 다른 투자자들보다 훨씬 발전된 서
비스를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보십시오.

6)압도적인 거래량

국내 3대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 대한민국에서는 거래량이 많은 편이지만 전세계로 눈을 돌리면 규
모가 훨씬 큰 대형 거래소들이 많습니다. 이는 더 많은 종류의 코인을 풍부한 거래량을 이용해 수월하게 매
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7)김프 매매

김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 가입은 필수입니다.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
문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고요, 코인을 저렴한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가져다가 파는 겁니
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관련페이지:

김치 프리미엄(김프) 뜻은? 김프 확인 및 차익거래 방법 알아보기 – BTCC

김프 사이트 TOP 6 추천, 김프 사이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김프가 – BTCC

김치코인이란? 김치코인 리스트(종류) 정리 및 소개 – BTCC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

앞서 언급했듯이 각 거래소는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거래소를 선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입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kimchi-premium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kimchi-premium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kimchi-premium-sit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kimchi-premium-sit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kimchi-premium-sit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kimchi-premium-sit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kimchi-coin-arrangement-and-introduction-of-kimchi-coin-list-type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kimchi-coin-arrangement-and-introduction-of-kimchi-coin-list-types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26643&utm_campaign=APP_AD2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6643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6643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6643


1)규제

규제된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은 안전 보안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훌륭한 거래소마다 해킹이나 서버
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보상 정책이 설정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은 ISMS 인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해외는 SEC나 FINRA 등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거나 자금을 입금하기 전에 가상화폐 거래소의 규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최근 정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비트, 빗썸 등 높은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에 위치한 대부분의 국내 거래소들은 전부 ISMS 인
증을 받았습니다.
BTCC 거래소는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새롭게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했습니다.
이런 규제와 인증 여부를 통해서 해당 플랫폼의 정당성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2)안전성

암호화폐의 기반인 블록체인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암호화폐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
습니다.암호화폐가 세계적으로 높은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험한 불안으로 여겨지는 까닭에는 연
일 터지는 수천억대 초대형 해킹 사고 영향이 큽니다. 따라서 안전한 거래소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
니다.

초보자로서 투자를 시작하려면 오래 운연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
소은 최신 거래 플랫폼보다 오랜 시간 검증을 거쳤고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선택한 거래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여 악용 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CC 거래소는 2011년 설립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영국, 홍콩 등에
본부를 두어 설립 후 단 한차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TCC거래소 , 당신에게 최고의 거래소일 수 있음! – BTCC

3)글로벌 거래소 수수료

최적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검색할 때 확인할 것은 바로 거래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암호화폐를 사고팔 때
거래소에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입니다.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이것은 퍼센트로 청구됩니다.

•바이낸스 거래 수수료：메이커(Maker) : 0.100% – 0.020% （ BNB 25% 할인）；테이커(Taker) :
0.100% – 0.040% （ BNB 25% 할인 ）

•코인베이스 거래 수수료： Maker、Taker 모두: 0.50% 이하；신용카드 : 3.99%；코인베이스 지갑、은행
계촤：1.49%

•크라켄 거래 수수료：Maker : 0.160% – 0.000%；Taker : 0.260% – 0.100%；스테이블코인 : 0.9%；외
환 : 1.5%

•쿠코인 거래 수수료 ：Maker : 0.100% – 0.005%；Taker : 0.100% – 0.025%

•BTCC 거래 수수료：0.06% – 0.03%；낮은 스프레드, 테이커, 메이커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 수수료나, 숨
겨진 수수료 등이 없습니다.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10.fintrac-canafe.gc.ca/msb-esm/public/detailed-information/msb-details/7b226d73624f72674e756d626572223a3136313636352c226d7362526567697374726174696f6e4964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072696d617279536561726368223a7b226f72674e616d65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3656172636854797065223a312c22737461747573436f6465223a317d7d/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exchange-acquires-european-regulated-cryptocurrency-exchange-licens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exchange-acquires-european-regulated-cryptocurrency-exchange-licens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of-btcc-exchang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of-btcc-exchang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introduction-of-btcc-exchange


4)입출금

가상화폐 거래소로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약간의 자금을 예치해야 할 겁니다. 수수료는 거래소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결제 방법에 따라도 달라집니다.거래소마다 입출금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
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스프레드

거래하는 자산 종목(유형)에 관계없이 항상 스프레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 거래소의 자산 매
매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암호화폐의 실제 가격과 거래소 플랫폼이 제시하는 가격의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래소마
다 자체적으로 인상시킨 암호화폐의 가격이 다르므로, 스프레드 수수료는 플랫폼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스프레드의 핵심 문제는 이것이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에서 거의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플
랫폼의 약관을 자세히 들여봐야 합니다.

6)암호화폐 지갑

대부분의 가화폐 거래소는 표준 웹 지갑을 제공합니다.

즉, 구입한 토큰은 거래소에서 관리하는 지갑에 보관됩니다. 이 경우에는 플랫폼 지갑에 자금이 보관되므로,
자산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플랫폼이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규제된 플랫폼을 사용할 때는 안심하셔도 좋습니
다.

이처럼 안전한 웹 지갑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관리와 거래가 편리하고 현금화할 때도 과
정이 빠릅니다.

(7)트래블룰 인증 확인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려는 분은, 국내 거래소 사이에 암호화폐 송금 및 인출이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난해 3월 트래블룰 적용 이후 국내 거래소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지를 내고 있습니다.

아래는 지난해 3월 트래블룰 적용 시점에 민티드랩이 작성한 도표로, 각 거래소 공지를 종합해 어느 거래소
간의 송금 및 인출이 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you-need-to-know-about-bitcoin-wallets


지금 BTCC 가입하기

 

암호화폐 투자 및 거래시 주의사항은?

암호화폐에 투자하거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암호화폐는 법정
화폐가 아닙니다.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의 정부로부터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는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는 1년 365일 24시간 전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가 거래됩니다. 이로 인해 투기적 수요 및 국내
외 규제 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급격한 시세 변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치 급등이나 급락에 대한 대비책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판단의 책임이 투자자에게 있고 발생한 수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
다. 만약 다단계 유사코인을 구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피해 구제나 회복이 힘들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이와같은 암호화폐의 특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암호화폐를 거래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 화폐 분야의 보안은 아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일부 외국 포럼에서는 계정
에 많은 양의 자금을 장기간 보관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계좌에 약간의 금액이 남아 있는 것도 나쁘지 않
은 방법입니다.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BTCC 거래소를 선택한 이유는?

강한 보안성

2011년 설립된 BTCC 거래소는 단 한차례도 해킹 피해 사례가 없는 강력한 보안을 자랑해 투자자가 보다
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거래소입니다. 미국 금융감독국(MSB) 및 캐나다 금용감
독국(MSB),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까지를 확득했습니다. 고객 자산관리에 측면은 BTCC는다중
서명 콜드 월렛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용자의 자산은 다중 서명 콜드 월렛에 저장되어 제3자, 사이버 해커
또는 도둑의 무단 접근을 방지합니다. BTCC 거래소는 업계 최고의 자산관리로 믿음직한 거래소입니다.

최저 거래 수수료

이에 더해 BTCC의 거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 최소 0.03%입니다.  테이커, 메이커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 수수료나, 숨겨진 수수료 등이 없습니다.따라서 BTCC에서 거래시 거래 수수료에 대한 걱정이 없이 편
하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물거래 (상품)

BTCC거래소는 다른 거래소와 다르게 토큰화된 주식 및 상품이 출시되어 있어 거래할 수 있습니다.  BTCC
계정에 USDT만 보유하고 있다면 금, 은과 같은 가장 인기있고 안정적인 상품을 투자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외기업들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26643&utm_campaign=APP_AD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6643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6643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6643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https://www10.fintrac-canafe.gc.ca/msb-esm/public/detailed-information/msb-details/7b226d73624f72674e756d626572223a3136313636352c226d7362526567697374726174696f6e4964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072696d617279536561726368223a7b226f72674e616d65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3656172636854797065223a312c22737461747573436f6465223a317d7d/
https://www10.fintrac-canafe.gc.ca/msb-esm/public/detailed-information/msb-details/7b226d73624f72674e756d626572223a3136313636352c226d7362526567697374726174696f6e4964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072696d617279536561726368223a7b226f72674e616d65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3656172636854797065223a312c22737461747573436f6465223a317d7d/
https://www.fincen.gov/msb-registrant-search


풍부한 유동성 및 호가창(오더북)

거래소 선택의 중요한 포인트는 유동성입니다. 소형거래소들의 경우는 호가창이 얇아서 매수, 매도가 원하
는 호가에서 원활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BTCC는 코인게코 기준 세계 3위의 거래소로 풍부한 유동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BTCC는 코인 시세를 확인
할 수 있는 호가창을 추가하며 풍부한 유동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의 거래량이 많을 때 거래자는 제품의 현재 가격에 가까운 가격으로 포지션이 오픈될 가능성이 큼 거
래소의 거래량은 주문가격 편차와 보류 주문량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호가창에 있는 각 가격 간의 가
격 차이가 작을수록, 사용자의 주문이 최상의 가격으로 체결될 때 사용자의 거래 손실이 줄어들 수 있습니
다.

보류 중인 주문량이 클수록 거래소는 사용자로부터 모든 시장의 주문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BTCC는 최고의 거래량을 자랑합니다. 대량 주문도 최상의 가격으로 체결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모의 거래
기능을 사용하여 BTCC의 거래량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BTCC에서 가상 화폐를 거래하는 방법?

아직 BTCC 거래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며, 신규 회원가
입 시에도 10USDT의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기

BTCC는 모바일 사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오픈형 어플리케이션으로 QR 코드를 스캔하고 링크를 통해
iOS 및 안드로이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애플 시스템 다운로드 QR 코드

안드로이드 시스템 다운로드 QR 코드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신규 가입 후 7일 이내에 입금시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신규 유저 한정 3,500 USDT 상당 보너스 증정 이벤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우선 BTCC 가입합니다.

2. BTCC계정 개설 후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bonus?utm_source=GW_SEO&inviteCode=%20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bonus?utm_source=GW_SEO&inviteCode=%20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bonus?utm_source=GW_SEO&inviteCode=%20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bonus?utm_source=GW_SEO&inviteCode=%20


BTCC에는 법정화폐로 입금,암호화폐로 입금,코인 교환 등 3가지 입금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구매 후 일반적으로 2~30분 이내에 BTCC 계정으로 입금됩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황 또는 서
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상황에 따라 수령 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에 문제가 있는 경우 페이지
우측 하단의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BTCC

⇒BTCC 출금丨복잡하지 않은 깔끔한 인출 ! – BTCC

3. BTCC는 30개 이상의 주요 화폐를 포괄하는 데일리, 위클리, 분기 및 무기한 계약 등 4가지 유형의 가상화
폐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합니다.

거래소 우측 상단구역에서 거래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즉 모의거래로 변경가능)

4. 목표 계약을 선택하여 매수 (롱) 또는 매도 (숏)를 합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ithdrawal-crypto-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ithdrawal-crypto-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ithdrawal-crypto-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ithdrawal-crypto-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ithdrawal-crypto-on-btcc


5. 시장가 주문으로 매수하고 적절한 레버리지 비율을 선택하고 필요한 로트(lot) 크기를 입력합니다. 또한
이익 실현 및 스탑리밋 예상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6. 매입 후 하단 개시 성공한 화면을 보게 됩니다.



7.개시 성공 후 포지션 섹션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관련글: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혜택(한정 이벤트)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입금
액 대비 최대 15,000USD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
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보너스 받으세요

BTCC 거래소

12년 보안 무사고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한 믿음직한 거래소
전세계 규제 준수
세계 최저 수수료 (0.03%)
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5위
무료 모의 거래 가능
풍부한 유동성 및 오더북
토큰화 주식 및 암호화폐 출시
원화입금 지원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
https://www.btcc.com/ko-KR/coin-news/market-updates
https://www.btcc.com/ko-KR/academy
https://www.btcc.com/ko-KR/academy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643


24×7 시간 한국어 고객서비스 제공
최신 시장 동향 및 투자 교육 제공
PC/모바일 거래 가능
다양한 이벤트

더 많은 내용은 BTCC 뉴스 및 BTCC 아카데미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BTCC에서)암호화폐 투자 방법: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2023년 비트코인 투자 가이드 총 6개 정리 및 코인 거래소 추천 – BTCC

암호화폐 사는 법 소개-안전하고 편리하게 돈을 벌다 – BTCC

비트코인 마진 (거래소) 란? 그의 거래하는 방법(레버리지) 소개 – BTCC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 BTCC

마진거래 이해하기,마진 및 레버리지 어떤 관계? 마지건래 진행하면? – BTCC

레버리지/ 마진을 통해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법 (뉴비) (btcc.com)

[가상화폐] 마진거래와 선물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BTCC

레버리지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는 방법은? – BTCC

코인 차트 보는 법 소개 (캔들차트)ㅣ 초보자 가이드 – BTCC

비트코인 쇼트(Short) 하는 방법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어떻게 BTCC에서 비트코인(BTC) 선물 거래를 합니까? 

어떻게 BTCC에서 리플 (XRP) 선물 거래를 합니까?

어떻게 BTCC에서 이더리움 (ETH) 선물 거래를 합니까? 

 

핫한 암호화폐 소개:

ChatGPT(챗GPT) 사용법 소개, 어떻개 가입합니까? – BTCC

Chat GPT 란? ‘구글의 시대 끝났다’평가 나온 그는 할 수 있는 일? – BTCC

챗GPT에 질문…2030년 비트코인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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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코인(PI)이란? 휴대폰만으로 채굴 가능합니까?

파이코인 노드(Pi node)란? 설치 방법 소개!

파이코인 시세 가격 예측 향후 전망 2023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하이스트리트(HIGH)란? 이는 좋은 투자일까? – BTCC

두들스2 란? 출시하자 거래량 폭증…웨어러블 생성 방법 소개 – BTCC

 

BTCC 거래소 사용법(입금)

BTCC 거래소 가입 방법 및 이벤트 혜택 정리 – BTCC

BTCC丨거래 시작하는 방법 (가이드) – BTCC

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BTCC

USDT 구매방법 알아보기, BTCC에서 코인교환 및 계좌이제로 USDT 구매 – BTCC

바이비트 출금: 바이비트에서 BTCC 거래소로 리플(XRP)출금 – BTCC

업비트 출금: 업비트에서 BTCC거래소로 XRP(리플) 출금 – BTCC

빗썸 출금: 크게 2가지 빗썸 출금 방법 소개 – BTCC

비트겟에서 BTCC로 입금하는 방법 – BTCC

 

투자가이드:

구글 알파벳A,C 주가 및 투자 궁금이라면,여기 구글 주식 전면 소개

금 시세 전망: 2023년 금 값 3000달러 되나? 금 투자는? – BTCC

콜 옵션, 폿 옵션 뜻은? 이들의 매수 매도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메타버스 관련주 리스트 정리, 메타버스 ETF는? 관련주 투자 전망 및 방법

금 시세 전망: 2023년 금 값 3000달러 되나? 금 투자는?

테슬라 주가 전망 2023-2030년, 테슬라 주식은 좋은 투자입니까?

코스피(200) 야간 선물 이란? 그의 거래시간 및 투자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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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교육 더 보기:

도지코인(DOGE) 시세 분석 및 가격 전망 2023~2030

2023년 에이다(ADA) 코인 가격 전망 (예측) 및 시세 분석

솔라나 SOL 가격 전망(예측) 분석 2023~2030…솔라나 좋은 투자입니까?

도지코인(DOGE) 시세 분석 및 가격 전망 2023~2030

이오스 가격 시세 분석 및 전망 2023 년

이오스(EOS)란 무엇입니까?ㅣ 코인 소개

DYDX 코인이란? 어떤 용도에 사용합니까? (feat. dydx 거래소)

테라 코인 전망, 테라 루나 클래식 LUNC 코인 전망 2023년

알고랜드(ALGO)란? 이는 좋은 투자인가요? 향후 전망은?

메인넷 출시한 앱토스(Aptos)란 무엇입니까?

코스모스(ATOM)란?ㅣ코인 소개

바이낸스 코인(BNB) 가격 시세 및 전망 2023~2030

시바이누 코인 시세 분석, SHIB 코인 가격 전망 2022-2030

체인링크(LINK)코인 란? LINK 코인 시세 및 향후 전망 보기

라이트코인(LTC)이란? 라이트코인 전망, 호재 및 시세 보기

대시 코인(DASH)이란? 대시 전망 및 용도, 시세 살펴보기

스텔라루멘(Stella)란? 스텔라루멘 전망 및 시세 분석 , 호재 정리

비트코인에스브이(BSV) 란, BTC,BCH와 차이는? BSV 코인 전망은?

엔진 코인(ENJ) 및 엔진이란? 엔진 코인 전망, 시세 및 호재 정리

디센트럴랜드(MANA), MANA 코인 란 ? 이는 좋은 투자인가요?

이뮤터블 X (IMX)코인이란? IMX 코인 용도 및 시세, 미래 전망 보기

플로우(FLOW) 코인이란? 이는 좋은 투자입니까? FLOW 향후 전망은?

팬케이크스왑(CAKE) 코인이란? CAKE 코인 시세, 용도 살펴보기

셀로(CELO) 코인 란? CELO 코인 좋은 투자입니까? 미래 전망은?

퀀텀 코인(QTUM)이란? QTUM 코인 좋은 투자일까?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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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카닷(Polkadot) 란 무엇입니까? 폴카닷 생태계 및 전망 소개

네오코인(NEO)이란? NEO는 좋은 투자일까요? 향후 전망 및 시세 분석

콘플럭스(CFX) 코인이란? CFX 코인의 용도, 시세 및 전망 살펴보기

CORE 코인, 코어다오란? CORE 코인 에어드랍 참여하는 방법은?

아르위브(AR) 코인 란? AR 코인 시세 및 미래 전망 살펴보기

아비트럼(ARB) 코인이란? ARB 코인 미래 전망 및 시세 분석

다이 코인(DAI)이란 무엇입니까? 丨 코인 소개

레이븐코인(RVN)이란? 호재 및 미래 전망은 ?

ABBC 코인(ABBC)이란 무엇입니까? 코인 호재 및 시세 전망 소개

스테이블 코인(Stable)이란? 어떤 종류가 있을까? 코인 전망은?

USDC( USD 코인 )이란 무엇입니까? 초보자 가이드

금 시세 전망: 2023년 금 값 3000달러 되나? 금 투자 방법 및 전략은?

금 ETF란 무엇입니까? 국내 및 미국 금 ETF 소개, 금 구매 방법은?

구글 알파벳A,C 주가 및 투자 궁금이라면,여기 구글 주식 전면 소개

테슬라 주식 살펴보기, 테슬라 주식을 사도 됩니까? 구매방법은?

테슬라 주가 전망 2023-2030년, 테슬라 주식은 좋은 투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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