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itcoin-leverage-margin-trading-and-related-exc
hange-rankings

오늘의 내용은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레버리지/ 마진거래소 사이트 순위에 대해서 자세
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고 쉽게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에서는 BTCC 거래소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진거래 요약

마진거래란 타인에게 빌린 자금을 이용하여 거래를 진행하고 갚는 방법으로 그 차익만큼의 레버리지를 더
얻을 수 있는 거래 방식입니다.

마진 거래를 통해 투자자는 본인이 소유한 자본보다 더 큰 거래 포지션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득을 보는
상황이라면, 투자자는 일반 매수/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도 포지션도 잡을 수 있어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마진거래는 거래의 결과를 극대화하며, 거래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현물 거래를 한 수익보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페이지:

코인 마진거래란? 그의 거래하는 방법(레버리지) 소개 – BTCC

[가상화폐] 마진거래와 선물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BTCC

BTCC 거래소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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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한민국의 거래소도 마진거래 서비스를 도입할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현재는 한국내의 거래소들은
마진거래 및 선물거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처럼 선물 거래 및 만지 서비스 지원하는 거래소 중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 운영 중인 암호화폐 파생상
품 전용 거래소는 BTCC 거래소입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BTCC 거래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BTCC거래소 , 당신에게 최고의 거래소일 수
있음! 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내용의 다른 꿀팁들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BTCC丨거래 시작하는 방법 (가이드)
암호화폐 선물 거래란? BTCC 4가지 선물계약 유형 소개!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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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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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trading-in-btcc%e4%b8%a8-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start-trading-in-btcc%e4%b8%a8-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start-trading-in-btcc%e4%b8%a8-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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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0110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30110&utm_campaign=APP_AD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0110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0110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0110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 방법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를 사작하기

아래의 5단계 절차를 따라하시면 쉽게 거래방법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1.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가입

우선 마진 서비스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해당  BTCC 가입하기   를 통해 가입을 진행해주세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며 10USDT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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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거래소 원화입금

해외 거래소는 직접적인 원화입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0110


따라서 원화입금이 가능한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한 뒤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에 원화입금을 해주세요.

 

3. 암호화폐 전송

원화입금을 완료하셨으면 이제 암호화폐를 구매하고 BTCC 거래소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전송할 암호화폐는 리플(XRP)을 추천해 드립니다.

암호화폐를 구매하셨으면 BTCC 입금 주소를 복사한 뒤, 국내거래소 출금 주소란에 붙여넣기 하여 전송해
주세요.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업비트에서 BTCC거래소로 XRP(리플) 출금,

업비트에서 BTCC거래소에 XRP(리플) 입금하는 방법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eres-a-tip-easier-xrp-ripple-withdrawal-from-upbit-to-btcc-exchang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eres-a-tip-easier-xrp-ripple-withdrawal-from-upbit-to-btcc-exchang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eres-a-tip-easier-xrp-ripple-withdrawal-from-upbit-to-btcc-exchang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eres-a-tip-easier-xrp-ripple-withdrawal-from-upbit-to-btcc-exchang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eres-a-tip-easier-xrp-ripple-withdrawal-from-upbit-to-btcc-exchang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85%eb%b9%84%ed%8a%b8%ec%97%90%ec%84%9c-btcc%ea%b1%b0%eb%9e%98%ec%86%8c%ec%97%90-xrp%eb%a6%ac%ed%94%8c-%ec%9e%85%ea%b8%88%ed%95%98%eb%8a%94-%eb%b0%a9%eb%b2%95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85%eb%b9%84%ed%8a%b8%ec%97%90%ec%84%9c-btcc%ea%b1%b0%eb%9e%98%ec%86%8c%ec%97%90-xrp%eb%a6%ac%ed%94%8c-%ec%9e%85%ea%b8%88%ed%95%98%eb%8a%94-%eb%b0%a9%eb%b2%95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85%eb%b9%84%ed%8a%b8%ec%97%90%ec%84%9c-btcc%ea%b1%b0%eb%9e%98%ec%86%8c%ec%97%90-xrp%eb%a6%ac%ed%94%8c-%ec%9e%85%ea%b8%88%ed%95%98%eb%8a%94-%eb%b0%a9%eb%b2%95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85%eb%b9%84%ed%8a%b8%ec%97%90%ec%84%9c-btcc%ea%b1%b0%eb%9e%98%ec%86%8c%ec%97%90-xrp%eb%a6%ac%ed%94%8c-%ec%9e%85%ea%b8%88%ed%95%98%eb%8a%94-%eb%b0%a9%eb%b2%95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85%eb%b9%84%ed%8a%b8%ec%97%90%ec%84%9c-btcc%ea%b1%b0%eb%9e%98%ec%86%8c%ec%97%90-xrp%eb%a6%ac%ed%94%8c-%ec%9e%85%ea%b8%88%ed%95%98%eb%8a%94-%eb%b0%a9%eb%b2%95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BTCC에 입금 방법에 대한 궁금하면 BTCC 거래소 계좌이체 USDT 구매하는 방법 및 주의 상항 가이
드 또는 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가이드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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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트코인 포지션 설정

암호화폐가 도착하셨으면 이제 본격적인 비트코인 레버리지/ 마진거래를 할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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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더욱 자세한 내용은 레버리지/ 마진을 통해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법 (뉴비) 글을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초보자분은 어떻게 BTCC에서 비트코인(BTC) 선물 거래를 합니까? 글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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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트코인 거래 완료

합리적인 가격으로 포지션을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선물의 의미와 거래 방법 (뉴비) 글을 참고해보시길 바
랍니다.

 

BTCC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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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마진거래소 사이트 순위

레버리지/ 마진거래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레버리지/ 마진거래소 순위

보통 거래량 기준으로 비트코인 레버리지/ 마진거래소 사이트 순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코인마켓캡의 관련 추천 데이터를 참고하여 레버리지/ 마진거래소 거래소 순위를 요약하고 간략히
소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최근 한국어 및 한국 서비스 지원으로 주목받는 BTCC 거래소에 관해서 궁금하다면 BTCC
거래소 소개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바이낸스 거래소

바이낸스는 세계 1위 글로벌 암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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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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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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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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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0110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새롭게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했습
니다.라이센스를 취득할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의 파생상품 순위 31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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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 거래소에서는 신규, 고정 회원들을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BTCC를 가입
하시면 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기

 

◆ 바이비트 거래소

해당 거래소는 핵심 가치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바이비트 창업의 목적은 고객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거래소는 언제 어디서나 문의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위해 고객 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 거래소

해당 거래소는 비트코인 상업거래소의 줄임말이며, 첨단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를 목표로 설립되었습
니다.

비트맥스 거래소는 세계 금융시장과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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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exchange-acquires-european-regulated-cryptocurrency-exchange-licens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kimchi-premium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0110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0110


이러한 이유로 이 거래소는 일일 및 주간 선물 계약뿐만 아니라 영구적인 스와프 계약도 제공합니다.

 

 

◆ FTX 거래소

전문 트레이더들이 모여서 설립한 암호화폐 파생 거래소인 FTX는 바이낸스 1위 거래소와 경쟁사가 아닌 파
트너 거래소로써 운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FTX 거래소 코인인 FTT 코인은 바이낸스 체인을 기반으로 개발이 된 암호화폐입니다. 해당 거
래소는 암호화폐 외환 매매, 암호화폐 주식 매매, 레버리지 토큰 등 수많은 자산군과 암호화폐의 경계를 없
애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FTX는 300개가 넘는 암호화폐를 폭넓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를 비롯한 전문 암호화폐 트레이
더 모두에게 적합합니다. 경험 많은 트레이더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선물, 주식, 레버리지 토큰, 현물 거래 서
비스를 제공합니다.또한 메인 FTX 플랫폼은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코인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기능을 제공합니다.



관련페이지:

[2022] 글로벌 Top 10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 소개! 절대 놓치 마세요 추천 – BTCC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BTCC 거래소 선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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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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게 새롭게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했습니다.라이센스를 취득할 만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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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BTCC 거래소는 다음 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 모의 거래 기능

실제 거래 같은 모의 거래를 무료로, 무한으로 실전처럼 연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최
적의 조건을 자랑합니다.

본격적인 투자에 앞서 본인의 실력을 냉정히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 낮은 수수료와 거래금액

BTCC의 거래 수수료는 세계 최저 수준인 최소 0.03%입니다.  테이커, 메이커를 구분하지 않고 추가 수수료
나, 숨겨진 수수료 등이 없는 투명하고 낮은 수수료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시 최소 금액이 2 USDT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낮아 초보 투자자들에게 부담 없
이 거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18 페어 암호화폐 지원 및 다양한 거래

 

당신만을 위한 추천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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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비트코인 쇼트(Short) 하는 방법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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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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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BTCC에서 카르다노 (ADA)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어떻게 BTCC에서 스텔라 (XLM)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어떻게 BTCC에서 EOS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어떻게 BTCC에서 리플 (XRP) 선물 거래를 합니까? – BTCC

김프 사이트 TOP 6 추천, 김프 사이트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투자 교육 더 보기:

이더리움 채굴이란? 이더리움 2.0 에도 계속 채굴할 수 있을까?

페이코인(PCI)이란? 2주 안에 재탄생할 수 있을까?

더 샌드박스(The Sandbox)란? ㅣ 블록체인 게임 소개

유니스왑(UNI)이란? 유니스왑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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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시 인피니티(AXS)란 무엇인가요? AXS 코인 전망 분석

다오(DAO)란 무엇입니까? 다오의 참여 방법은?

비트코인 채굴 소개– 비트코인 채굴 방법 및 현황은?

비트코인 채굴 방법 소개– 수익을 낼 수 있는 3가지 방법!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어떤 사람인가요?

하드포크(hardfork)란? 하드포크는 호재일까? 코인 대한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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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어 프로토콜(NEAR) 이란 ?

NFT 코인이란? NFT 코인 종류 정리 및 소개

비트코인 도미넌스 뜻은? 선물 거래에 비트 도미넌스 사용 소개!

위믹스 코인(WEMIX) 은? 국내 4대 거래소 상폐…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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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차트 보는 법 소개 (캔들차트)ㅣ 초보자 가이드

밈 코인이란? 어떤 인기 밈 코인있을까? 향후 전망은?

리플(XRP) 코인이란? 어떤 용도가 있을까? 향후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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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200) 야간 선물 이란? 그의 거래시간 및 투자 방법은?

2023년 비트코인 투자 가이드 총 6개 정리 및 코인 거래소 추천

레버리지란 무엇인가요? 가상화폐 레버리지 거래는 방법은?

레버리지/ 마진을 통해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법 (뉴비)

2023 국내 TOP 암호화폐 거래소 리스트 정리 및 해외 거래소 추천

암호화폐 사는 법 소개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익을 냅니다.

마진거래 소개,마진 및 레버리지 어떤 관계? 마진거래 방법은?

비트코인 구입 방법 – (업비트, BTCC) 초보자 가이드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USDT 구매방법 알아보기, BTCC에서 코인교환 및 계좌이제로 USDT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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