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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bout-kimchi-premium-site

김프는 김치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높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김프 사이트(site)는 김프가 , 크라이 프라이스, 레알 김프, 머니넷, 코인판이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코인 관련 커뮤니티라면 거의 모든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시간 시세를 더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김프 사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프 확인 사이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utm_source=GW_SEO&utm_medium=apdf&utm_campaign=apdf_b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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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임이엄(김프)

김치 프리미엄이란 한국을 뜻하는 김치와 할증을 의미하는 프리미엄이 합쳐진 단어로, 한국 암호화폐 거래
소에서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때와,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화 혹은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암호화폐
를 살 때의 가격 차이를 말합니다.

약칭 김프라고 합니다.

둘을 비교했을 때 해외 거래소보다 높을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끼어 있다’고 하고, 해외 거래소보다 늦으면
‘김치 디스카운트(역 프리미엄)라고 부르며 ‘비슷한 정도로 낮아질 경우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다’라고 표
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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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프리미엄(역프)

반대로 해외 코인 시세보다 국내 시세가 싼 경우, 이를 역프리미엄(역프)라고 하는데 이런 역프는 거의 발생
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갈때 혹은 코인시장의 투심이 죽어서 우리나라에 코인투자를 하는 사
람들이 없어지는 경우 역프가 끼게 되는데요.

역프가 끼어 있을때 업비트나 빗썸에서 코인을 구입한 뒤, 해외 거래소로 보내놓고 현금화(테더화)를 해놓
고 나중에 김프가 끼어 있을때 다시 국내로 가져오면 김프-역프 프리미엄만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김프매매만 해도 일년에 최소 20%씩은 돈을 벌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김프와 역프를 계산하는 방법은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에 들어가서 현재 달러환율을 코인시세에
곱해서 구할수도 있습니다.

 

김프 사이트 추천

다양한 코인들의 김프 상태를 보는것은 해외 코인 동향과 국내 코인 전망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한 이런 가격 차이를 이용한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김프 정보를 제공하는 김프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 실시간으로 김프를 확인해주는 김프 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김프가 (kimp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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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가는 거래소 종류가 많아서 시세 비교를 할 때 가장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치프리미엄
사이트 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의 시세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와 후오비 글로벌 USDT 마켓의 시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통계/지표, 커뮤니티, 뉴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들의 의견 교환이나 실시간 뉴스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머니넷 (www.moneynet.co.kr)

암호화폐 커뮤니티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폴카닷, 리플, 에이다, 라이트코인,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스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olkadot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ripple-xrp-price-prospect-prediction-2022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ada-coin-price-market-forecast-2023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litecoinlt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chainlink-and-link-coin


텔라 등의 다양한 코인의 실시간 시세와 김치 프리미엄을 확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빗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바이비트, OKEX, 후오비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3.크라이프라이스 (https://cryprice.com)

크라이프라이스에서는 업비트와 바이낸스의 실시간 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목하고 있는 코인
의 시세, 등락, 거래량과 더불어, 김치 프리미엄의 %와 시세 차익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4.코인판 (https://coinpan.com/)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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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판은 가상 화폐 커뮤니티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김치프리미엄 사이트입니다. 코인과 관련된 정보, 뉴
스, 채굴, 분석, 에어드랍, 차트 분석, 김프 시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끼리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서 이용자들의 투자 성공 후기나 꿀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5.레알김프(https://realkimp.com)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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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맨 위에 ㄹㅇㄱㅍ이 크게 쓰여있는 특이한 디자인의 김프 사이트입니다. 레알김프는 비트코인, 이더
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의 실제 호가와 수수료를 감안하여 실제로 체결가능한 시세차이를 확인하루 수있는
사이트입니다.

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업비트, 바이낸스 등의 실제 호가와 기대 수익을 간단한 표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알김프 제작자님은 암호화폐의 실제 호가를 기준으로 어디 거래소에서 사서 어느 거래소로 팔라는 정보
를 본인이 보려고 만들었다가 문의가 많아 공개하게 된 사이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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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루카(http://luka7.net/)

굉장히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이 사이트의 특징으로 그래도 있을건 다 있는 김프 사이트입니다. 코인 별로
비트코인 환산 가격, 원화, 달러와 원화 시세차이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크롬 확장 프로그
램 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치프리미엄 차트

김치프리미엄 차트는 크라이프라이스(https://cryprice.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비트라는 국내
거래소와 바이낸스라는 해외거래소에서의 코인 가격을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프 사이트를 살펴보면 알겠지만 김치 프리미엄이 심할 때는 20% 이상의 시세 차이가 날때도 있었지만, 현
재는 4~5% 정도의 김치 프리미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세가 하락할 때는 1% 정도의 김프가 형
성될 때도 있으며 드물게 역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김프가 5% 만 되더라도 1억을 보내면 500만원의 수익
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프 사이트 보며 시세 차익을 잘 활용하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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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의 원인

김치프리머엄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가자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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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한국의 경우 가상화폐 투자를 유달리 선호(벼락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하는데 이로인해 시장이 과
열되어 있어 가격이 더 높습니다. 즉 수요가 많은데 공급랴은 한정되어 있으니 가격은 비싸지는 것입니다.

2)투자자의 비중

투자자의 비중은 주식 등에 비해서 개인투자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ㅏㄷ. 개이투자자가 많으면 가격 변
동서을 한층 더 키울 수 있어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3)다양한 거래소

마지막은 주식과 달리 가상화폐 시장은 거래소가 많고 , 거래소별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량, 수급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모두 다릅니다. 이러한 변동성으로 인해 김치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 BTCC 가입하기

 

김프 사이트 확인하는 방법

김프 사이트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무비블록 코인의 김프가 얼마나 있는지 보고 싶다면 위 사진을 참조합니다.

무비블록의 현재 김프는 +2.84%입니다. 아래 0.1101은 이만큼 더 비싸다는 뜻입니다. 즉, 무비블록의 해외
시세는 3.88원인데 0.1101만큼 김치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국내 거래 시세로는 3.99원이 되는 것입니다.

무비블록 국내가격 : 3.99원
무비블록 해외가격 : 3.88원
가격차이 : 0.1101원
김치프리미엄 : +2.84%

지금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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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프 매매

김프 매매는 국내와 해외 중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곳에서 코인을 구매해 상대적으로 비싼 곳에 매도하
는 겁니다. 김픈가 낮을 때(국내 코인 가격이 저평가)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해서 해외로 보내서 매
도하며 김프가 높을 때(국내 코인 가격이 고평가)는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로 보내서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 김프가 높다 낮다의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환율도 꼭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김프와 환율이 둘 다 낮을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거래소로 보내면
유리합니다. 김프 산출식을 놓고 봤을 때 환율이 내려갈 때 보통 김프가 올라가는데 이게 거래소 가격 차이
가 커져서 김프가 올라 간게 아니라 환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을 김프에서 보상해준 것 뿐입니다.

 

김프 차익거래 방법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의 가장 쉬운 방법은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등 유명 해외거래소에서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구매 후 국내거래소 송금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17년도 김치프리미엄 사태이후 대부분의 국내 신용카드사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결제를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막히지 않은 카드의 경우도 외화 유출 등의 법률로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해서 재정거래, 차익거래를 하는 방법은,바로 역김치
프리미엄(프리미엄이 낮을때) 원화로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외국 거래소에서 달러로 바꿔두고, 김치 프리
미엄이 높을때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는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은 환율 및 전송시간, 거래소 신뢰도 등으로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고
알려져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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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 언제나 시세 하락과 원금 손실의 워험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김프를 잘 활용하면
위험 부담이 줄 수 있어 수익을 얻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내와 해외 거래소의 시세 차이를 활용해서 코인을
주고 받기만 해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김치프리미엄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수익을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
다.

 

BTCC 가입하기

BTCC에서 토큰 주식 및 제폼  투자하기

BTCC거래소에 토큰화 주식 및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BTCC 계정에 USDT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사용자
는 금, 은과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상품과 테슬라(Telsa),애플(Apple), 메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
트(Microsoft)와 같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큰화 선물은 토큰화 주식 및 토큰화 상품 선물 등을 포함하여 BTCC가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입니
다. 사용자는 주식 및 상품 거래를 위해 다른 전통적인 주식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USDT를
사용하여 BTCC에서 주식 및 상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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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품은 매수 또는 매도하려면 USDT 선물에서 무기한을 선택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앱:시장 → USDT 선물 → 토큰화 주식 및 토큰화 상품

자세한 구매 방법은 다음 글이나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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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 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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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BTCC는 신규 유저들을 위해서 가입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지금 가입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최대 3,500USD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련페이지:

김치 프리미엄(김프)이란 무엇입니까?ㅣ코인 용어 소개 – BTCC

김치코인이란? 김치코인 리스트(종류) 정리 및 소개 – BTCC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 BTCC

비트코인 쇼트(Short) 하는 방법 – BTCC

어떻게 BTCC에서 비트코인(BTC)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어떻게 BTCC에서 이더리움 (ETH)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BTCC 거래소 가입 방법 및 이벤트 혜택 정리 – BTCC

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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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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투자 방법은? 암호화폐 어떻게 구매? 초보자 가이드 – BTCC

레버리지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는 방법은? – BTCC

코인 차트 보는 법 소개 (캔들차트)ㅣ 초보자 가이드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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