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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gold-price-forecast-will-gold-be-3000-in-2
023-what-about-gold-investment#:~:text=금 시세 전망, 2023년 금값 전망&text=삭소방크의 원자재,넘
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연말을 맞아 금융기관별 내년 경기 전망 발표가 이어지는 가운데, 덴마크 투자은행(IB) 삭소방크 측이 내년
금값이 60% 넘게 오를 가능성 등 다소 황당해 보이는 전망을 내놨습니다.더 나아가 국제 금 가격이 내년 최
대 4천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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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소개

금 투자를 위해 BTCC 계정을 등록하십시오.

거래 URL: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GOLDUSDT

금(XAU/GOLD)은 희귀한 귀금속으로 주로 매장량 및 투자용으로 사용되며 산업자재 및 장신구로도 널리
사용됩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온스(온스)를 단위로 사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상
품 중 하나인 금은 주로 금 시장의 높은 투명성과 큰 거래량에 기인하므로 금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거래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은행가” 국가도 금 가격의 추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금 값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국제 정치, 경제, 전쟁, 자연 재해 및 비상 사태의 영향을 받으며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자는 변동 시 가격 차이를 사용하여 금을 거래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어 원유 가격이 폭락하고 각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되면서 물가가 2020년 8월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
를 기록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GOLDUSDT?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academy/financial-investment/gold-price-forecast-will-gold-be-3000-in-2023-what-about-gold-investment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1_37988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798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798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7988


금값 최신 뉴스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인 금이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거래 시장에서도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기
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래 대금은 직전 한 달과 비교해 71.2% 급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7일 한국거래소(KRX)금시장에서 금 1㎏ 현물 가격은 1g당 8만6330원으로 2014
년 3월 시장이 개설된 후 역대 최고가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금값 추이는 국제 금 시세와 등락을 함께한다. 이번에 국내 금값이 오른 것도 실리콘밸리은행(SVB) 사
태 이후 금융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국제 금값이 오른 데 따른 것입니
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값은 이달 4일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2천달러를 넘기는 등 높은 수준을 유
지하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서 거래도 활발했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 동안 거래 실적이 있는 금시장 활동계좌 수
는 1만9958개로 직전 한 달(2월7일∼3월9일)보다 53.3%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각
각 59.7%, 71.2% 증가했습니다.

특히 개인들의 금 투자 관심이 높았다. 3월10일부터 4월10일 사이 전체 거래량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9.9%에서 46.2%로 크게 늘었고, 개인 투자가 늘면서 100g짜리 미니금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세 배 넘
게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금시장의 금은 1㎏과 1g 두 종목이 상장돼 있고 매매는 1g, 10원 단위로 이뤄진다. 개인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금 현물 계좌를 만든 뒤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고 3500USDT 받으세요

 

금 시세 전망, 2023년 금값 전망

26일(현지시간) 덴마크 투자은행(IB) 삭소방크 측이 내년 금값이 60% 넘게 오를 가능성 등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삭소방크의 공식적인 견해는 아니며 소속 전략가들의 견해지만, 투자자들이 각국의 정책 결
정에 따른 세계 경제 영향 등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CNBC 설명입니다.

삭소방크의 원자재 전략 부문장인 올레 한센은 현재 온스당 1,800달러인 금 현물 가격이 내년 중 67%가량
상승해 3,000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그러면서 세계화가 저물고 자급자족이 중시되는 ‘전시
경제’ 심리가 퍼지면서 개별 국가 입장에서 외국 화폐 보유보다 금이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
다.

또 국가안보상의 우선순위에 대한 투자 확대, 전 세계 유동성 증가 등도 금의 매력도를 높이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삭소방크의 최고투자책임자(CIO) 스테인 야콥센은 “원자재가 주도하는 경제 상황에서 더 나은 대안이 없
는 만큼 금 수요가 늘어나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면서 “금값이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재시장 분석업체 CRU그룹의 키릴 키릴렌코 애널리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겠지만 온스당 1,900달러 수준을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르크 키에너 스위스 아시아 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현지시간 22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 값이 내년 중에 적게는 온스당 2천500달러, 높게는 4천 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금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값은 온스당 1천8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키에너 CIO는 “내년도에 금 가격이 커다란 상승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단지 10%나 20% 정도 오
르는 그런 상승세가 아니라,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을 정도의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금은 모든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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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전망…월가 “2300달러도 가능”

일부 전문가들은 빠른 경기회복이 쉽지 않은 만큼 금 가격의 추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월가 전문가들
은 이같은 매크로 환경에 큰 변화가 없는 한 금 가격 랠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씨티그룹 분석가들은 “금 가격은 경기침체 가능성 증가를 포함해 몇몇 매크로 요인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강
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온스당 23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CPM 그룹의 상품 컨설턴트들 역시 “경기침체를 연상시키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금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며 “우리는 2024년 경기침체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금 가격이 온스당 2050달러를 돌파할 경우 가파른 강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헤라우스의 귀금속 딜러인 알렉산더 줌페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금 가겨은 강세를 유지하고, 혹은 더 높은
수준에서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요한 저항선인 2050달러를 넘어설 경우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까지
빠르게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엘컴텍은 몽골 현지에서 금이 매장된 광구 탐사권을 보유하고 있어 금 관련 주로 분류됩니다.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이어가면서 엘컴텍의 주가에 매수세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 가격이 랠리를 지속한다면 금광 회사의 주가 또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 VS 비트코인, 금에 대한 수요 증가

미국 투자 대기업 골드만삭스는 장기적으로 금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골드만
삭스는 투자자들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달러화의 가치 하락에 대비한 수단으로 금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수요도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고위험 기술주’와 같이 인식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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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투기성이 강한 비트코인과는 달리 비투기적이고, 긴축적 금융 환경의 영향을 덜 받아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금이 비트코인보다 낫다고 골드만삭스는 평가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미래 실 사용처의 범위가 넓을 수 있다는 점으로 그간 가치가 평가됐는데, 금보다는 변동
성이 크고 투기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탈중앙화된 화폐를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비트코인 채택을
도왔으나, 앞으로의 금융 환경은 비트코인에 불리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국의 다국적 은행인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d)의 경우에도 최근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를 조사
했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지난 12월 5일(현지시간) 내년 중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금으로 몰릴 가능성이 존재한
다고 짚었다. ‘디지털 금’으로 표현되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금으로 향할 경우, 시세가 30%가량 오를 수
있다는 게 스탠다드차타드의 견해였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금은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갑작스러운 신뢰 하락과 문제로부터 앞으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라며 “가상화폐 생태계는 몇몇 거래소가 인력 감축을 시행하는 등 계속 축소되고 있다”라고 언급했
습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에프티엑스(FTX) 거래소 파산 및 디지털자산에 대한 투자자 신뢰 붕괴로 인해 가상화폐
생태계가 어려움을 겪으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70%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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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금 값 금 시세 영향의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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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통화 정책 및 미국 달러 지수

금은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이지만, 달러의 대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체재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재: 같은 효용을 주는 서로 다른 재화. 예를 들어 소고기와 돼지고기, 버터와 마가린은 대체재 관계임.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가 줄어들 경우, 대체재의 수요는 증가함.

금은 달러의 대체재이므로, 달러의 안전성이 높아질수록 금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또한 금은 달러로 표시되
는 실물자산입니다.

따라서 금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이사회가 통제하는 통화정책입니다.즉,
국제 금시장에서 금은 달러화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통화가치는 올라갈
것이고, 다른 통화를 보유한 사람들은 같은 금액으로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으므로 금 수요가 늘어나서 금값
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국 달러 지수의 추세는 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금의 시세는 미국 달러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
냅니다. 다른 요인이 고정적일 때에는 달러와 금의 가치는 반비례로 움직이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달
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면 금값이 오릅니다.

2.금리

금은 안전자산으로써 채권과 대체재의 성격을 띠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국채(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
권으로,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손해를 보지 않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금을 보유한다고 해
서 이자가 들어오진 않지만, 비슷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면
기존에 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도 금을 팔고 채권을 사려할 것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금보다 채권 수
요가 늘기 때문에 금값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변동에 인한 유동성으로도 금 가격 변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내려가서 시장에 돈
이 많이 풀리게 되면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같은 위험자산에도 투자하겠지만 금에도 일정 수요가 몰릴 것
입니다.

3.수요와 공급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경제학도 실물 금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권위있는 기관인 메탈스 포커스(Metals Focus)의 “골드 포커스 2022″에 따르면 금 생산의 총 유지 비용은
온스당 1,068달러입니다. 현재 금값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볼 때 생산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새로운 광산 채굴은 단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공급을 늘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4. 국제환경

국제 환경도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러운 전쟁이 발생하거나 일
부 국가에서는 갑작스러운 파산이 발생하거나 일부 국가에서는 갑작스러운 주요 좋은 소식이나 나쁜 소식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금은 위험 회피 정서입니다. 특
히 전쟁이 터지면 금값은 빠른 속도로 오를 수 있습니다.

5.투자심리

투자 심리도 금 가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투자 시장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금 투자에 참
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과정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상 범위 내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점에 많은 사람들은 금이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금을 사기 시
작했고 금을 공매도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값은 서서히 오르게 되는데 금값이 지속적으
로 하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 금값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금 가격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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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투자하는 방법

가상자산(암호화폐)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금이나 달러에 대한 분산투자는
포트폴리오 상 필요합니다.

물론 금은방에 가서 금을 직접 사는 방법이 있다. 금을 현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보관하는 방법도 어렵고,
무엇보다 살 때 부가세 10%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투자 목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굳이 금을
현물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1)금 통장 만들기

은행의 금통장은 여러 금투자 수단 가운데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적
금 통장에 돈을 입금하듯이 투자금을 예치해 두면 되는 간단한 구조인 이유에서다.

특히 금 실물을 인수할 필요가 없고 0.01g 단위로 거래되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습
니다.

다만 금통장 역시 결국에는 투자 상품인 만큼 일반 예·적금 통장보다 복잡하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거래금
액의 기준가가 국제 금 시세와 원달러 환율을 감안해 은행이 고시하는 1그램당 원화기준 금 가격에 의해 결
정되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금 시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아무래도 일반인에게는 조금 까다로운 투자
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15.4%
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은
행이 받아가는 1~2%가량의 수수료도 있다. 접근성은 좋지만 저렴한 투자 수단은 아닌 셈입니다.

2) KRX 금현물 계좌 개설

증권사에서 KRX(한국금거래소) 금현물 계좌를 개설해 직접 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래 종목은 두
가지입니다. 1킬로그램 단위 상품과 100그램 단위 상품이 있습니다. 두 종목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는 직접 현물로 찾을 때 필요한 것이고, 현물로 찾지 않을 경우 두 종목을 선택하는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가
격 측면에서 1킬로그램 단위로 구매하는 게 좀 더 싸다. 종목을 선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1그램 단위로 투
자가 가능하다. 위탁 수수료는 0.2%~0.4% 정도가 붙습니다.

KRX 금현물 계좌가 은행 금 통장보다 나은 점은 환율과 금 시세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 없이 순수하게 금 시
세만 보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의 복잡성이 없습니다.

KRX 금현물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라는 점입니다. 매매차익이 금융소득 종합 과세
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도 KRX 금현물 계좌의 장점입니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는 소액으로
조금씩 꾸준히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소액투자로 금 투자를 해볼 의향이 있다면 현재로서는 KRX 금현물
계좌를 통한 투자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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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금 펀드에 가입

금펀드는 금을 채굴하는 기업의 주식과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금펀드는 금값 이외에도 환율과
펀드 대상 기업실적 등의 영향을 받는다.

장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금이 강세일 때 금값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단점: 금값 외의 회사 경영 등의 이슈 리스크가 있다. 펀드수수료를 내야 한다.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  강력한 금값 상승이 예상될 때, 리스크를 감수하고 금값 수익률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내고 싶을 때 사용
하는 방법이다.

4)금ETF 매입

금을 직접 사는 게 아니라 금값을 추종하는 ETF 상품을 사는 방식이다. 금ETF 상품은 현물가격을 따라가는
상품과 선물가격을 따라가는 상품이 있다.

선물 ETF는 금이 아닌 선물이 기초자산이기 때문에 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롤오버 비용이 들어갑
니다. 롤오버 비용은 선물 상품의 만기일을 연장하면서 내는 일종의 수수료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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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ETF 장단점

•장점

증권사 계좌로 살 수 있다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ETF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헷지 옵션션에 따라 투자할 수 있고 인버스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

•단점: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고 보수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금 통장을 통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적절한 방식이다.

5) BTCC에서 금 선물 투자

BTCC 계정에 USDT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사용자는 금, 은과 같은 가장 인기 있는 상품과 애플(Apple), 메
타(Meta) 및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토큰화 선물은 토큰화 주식 및 토큰화 상품 선물 등을 포함하여 BTCC가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사용
자는 주식 및 상품 거래를 위해 다른 전통적인 주식이나 금거 거래소에서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USDT를
사용하여 BTCC에서 주식 및 금 상품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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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USDT 무기한

GOLDUSDT는 국제 금 가격과 1:1 비율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 GOLD = 1 Gold 토큰 = 1 온스(oz)의 가
격입니다. USDT로 GOLD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으며, 최대 150배 레버리지를 지원합니다.

지금 BTCC가입하면 30일 이내에 입금액 대비 보너스최대 3,500USDT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USDT 를 입금하시면 바로 VIP 1로 될 수 있습니다. VIP가 되면 거래 수수료 할인 또 다른 헤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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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BTCC 거래소 선택한 이유

https://www.btcc.com/ko-KR/trade/perpetual/GOLDUSDT?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3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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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utm_campaign=APP_AD2_37988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3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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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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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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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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글: 보안에 대한 BTCC의 약속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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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시스템 다운로드 QR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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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0.fintrac-canafe.gc.ca/msb-esm/public/detailed-information/msb-details/7b226d73624f72674e756d626572223a3136313636352c226d7362526567697374726174696f6e4964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072696d617279536561726368223a7b226f72674e616d65223a224d3230373133333436222c2273656172636854797065223a312c22737461747573436f6465223a317d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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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시스템 다운로드 QR 코드

BTCC에서는 비트코인선물거래로 데일리, 위클리, 무기한거래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거래 가이드는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하단 동영상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금과 관련페이지:

골드만삭스 “장기적으로 금이 비트코인 능가”…비트코인 횡보세 – BTCC

금 시세 전망,약세 보이는 금 시장…올해 4분기 금 시세 반등 가능할까? – BTCC

11조 달러 세계 金 시장, 블록체인으로 디지털화 모색 중 – BTCC

 

BTCC에서 선물계약 하기: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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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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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레버리지/마진거래 하는법 및 관련 거래소 순위 – BTCC

비트코인 마진 (거래소) 란? 그의 거래하는 방법(레버리지) 소개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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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itcoin-leverage-margin-trading-and-related-exchange-rank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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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 이해하기,마진 및 레버리지 어떤 관계? 마지건래 진행하면?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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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이누 코인 가격 시세 전망(예측) 2022-2030 – BTCC

[2022] 글로벌 Top 10 암호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순위 소개 및 추천 – BTCC

 

투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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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슬라 주식 사도 됩니까? 테슬라 주기 미래 전망 및 투자 방법 소개 – BTCC

미국 3대 주가 지수: 다우,나스닥, S&P500 지수 소개 – BTCC

달러 인덱스(DXY, 달러지수)란?그는 코스피, 암호화폐와 어떤 관계인가?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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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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