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방법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diversify-your-crypto-portfolio

암호화폐는 목소리로 가득 찬 분야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먼저 포트폴리
오(portfolio) 다양화 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2013년 17억 달러에서 오늘날 1조 2000억 달러까지 성장
했으며, 이는 다른 어떤 자산 종목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성장입니다. 수년에 걸쳐 점점 더 많은 사람
들이 가장 인기 있고 최신 자산 종목을 탐색해 왔습니다.

매일 수천 개의 새로운 토큰이 암호화 분야에 넘쳐나면서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가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약세 시장과 이전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험 분산입니다. 다른 전통적인 금
융 포트폴리오와 마찬가지로 분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뷔페라고 생각하
시면 됩니다.

 

암호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의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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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표준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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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전체 탈중앙
화, 국경 없는 P2P 금융 암호화 생태계 개념이 탄생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및 명성을 고려하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주장인 비트코인은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2008년 탄생 이후 비트코인은 암
호화폐 또는 투자 자산으로서 꽤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들
의 관심과 참여도를 보여줍니다. 디플레이션 추세와 선제적 강점이 있어 보다 광범위한 거시경제 환경에 적
합하기 때문에 많은 암호화폐가 비트코인 가격 추세를 따라갈 것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변덕스럽게 합니다.투자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암호화폐를 찾고 싶다면 비트코인이 확실히 첫 번째 선택입니다.

비트코인 투자하려면 BTCC 거래소에서 선물거래 시작해 보세요~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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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BTCC 가입하기
 

레이어 1 및 레이어 2 솔루션 살펴보기

비트코인의 탄생은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제 많은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
트코인 외에 많이 들어본 적인 코인은 바로 2013년에 출시된 이더리움(ETH)입니다.

이더리움은 레이어 1 프로토콜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오픈 소스 블록체인
을 의미합니다. 비트코인을 외에도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 토큰은 암호화폐의 세계를 탐색하고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좋은 첫 걸음입니다. 다른 인기 있는 블록체인으로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BNB), 솔라
나(SOL) 및 아발란체(AVAX) 등 있습니다. 모든 레이어 1 프로토콜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각 프로토콜,
고유한 차이점, 애플리케이션 범위 및 실행 설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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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어2 솔루션은 기존 이더리움 블록체인(레이어1)에 새로운 블록체인(레이서2)을 추가해, 거래를 처리하
는 방법을 말합니다.기존 블록체인이 아닌 바깥에 있는 별도의 레이어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거래를 기록,
검증한 후 그 결과값만 원래 블록체인에 기록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블록체인의 데이터 부담을 줄여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부하가
쌓이면,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수수료가 증가합니다.레이어2는 레이어1의 거래 내역을 나누어 처리할 수 있
습니다. 이는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안정화해 처리 속도 증가뿐 아니라 수수료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
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예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순위의 레이어 2 토큰인 폴리곤(MATIC)입니다.이더리움을 개
선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보다 저렴하고 빠른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설계됐어습니다.

이더리움 및 폴리곤 투자하려면 BTCC 거래소에서 선물거래 시작해 보세요~

관련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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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 효과’ 사라졌나…급락세 나타낸 이더리움 향후는? – BTCC

BTCC 가입하기
 

디파이(DeFi) –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DeFi)는 레이어 1과 레이어 2 위에 구축된 모든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dApp)을 포함하므로 단순
한 기술이 아니라 유틸리티가 있는 기술입니다.

유망한 프로젝트의 추가 덕분에 DeFi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디파이 프로젝트는 일
반적으로 고유한 기능과 이름을 가진 토큰을 출시합니다. 디파이 토큰은 금융거래를 수행하거나 탈중앙화
조직(DAO)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기능형 토큰입니다.

디파이의 핵심 이점은 특별히 현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고립된 이들이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잠재적 이점은 공용 블록체인상의 상호 운용 가능한 디파이 애플리케이션 위에 구
축된 모듈식 프레임워크인데 이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시장, 상품, 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Compound, 메이커(Maker), Aave 및 유니스왑(Uniswap)과 같은 프로젝트가 좋은 예입니다.

 

NFT -대체불가능토큰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olygo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olygo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ethereum-futures-in-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has-the-merge-effect-gone-what-is-the-future-of-ethereum-showing-a-sharp-decline-2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has-the-merge-effect-gone-what-is-the-future-of-ethereum-showing-a-sharp-decline-2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474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474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고유하고 수집 가능한 가상자산입니다. NFT는 여러가지 형태와 크기로
존재하며 그림, 음악, 비디오 게임의 도구, 스포츠 기념품이나 심지어 가상의 고양이 컬렉션까지 대체할 수
없는 디지털 자산 이며다양한 활용 사례도  갖고 있습니다. 순전히 수집 가능한 디지털 예술 작품 NFT는 용
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물론 이를 거래할 수 있지만 NFT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과 사용성 면에서 크게 다
르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약간 조정하고 다양화하려면 NFT를 살펴보세요. 다만 암호화폐보다 NFT는 성격
과 가격이 더 투기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많은 프로젝트가 NFT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암호화 분야에서 실제 사용 사례를 확장하는 또 다른 방법일 뿐입니다.

크립토펑크(CryptoPunks),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AYC), 문버드( Moonbirds) 와 같은 NFT 컬렉션의
성공 사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NFT는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암호화 공간에서 발전하고 있는 다음
트렌드에 대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NFT 분야를 접하고 싶지만 반드시 개인이 자신 컬렉션을 보유하고 싶지 않은 경우 NFT 시장 역할을 하는
유틸리티 토큰을 구매하여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관련페이지:

2022년 투자할 만한 NFT 프로젝트 9가지 ! – BTCC

오픈씨(OpenSea)에서 NFT 구매하는 방법 ㅣ 초보자 가이드 – BTCC

메타마스크(Metamask)란 무엇입니까?ㅣ암호화폐 지갑 소개 – BTCC

BTCC 가입하기
 

메타버스 및 게임파이(GameFi)

메타버스(metaverse) 또는 확장 가상 세계의 뜻은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
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의 가상세
계를 가리킵니다.

모든 게임파이(GameFi) 플랫폼에는 고유한 메타버스가 있으므로 메타버스 토큰은 게임파이토큰과 다소
겹칩니다. 대체로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를 호스팅하는 DAO 및 인프라 공급자와 같은 암호화 분야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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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티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기 있는 메타버스 토큰 중 일부는 에이프 코인(APE), 더 샌드
박스(SAND), 디센트럴랜드(MANA) 및 엑시 인피니티(AXIE)가 있습니다.

게임 산업과 DeFi의 교차점인 게임파이는 “2022년 1분기에만 블록체인 게임에 25억 달러가 투자”되어 전
반적인 약세 시장 상황에 비교적 저항력이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게임파이는 암호화 분야의 게임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광범위한 경제를 가진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기 시작하여 결국 주류 소매 채택의 길로 갈것입니다.

메타버스는 2030년까지 1조80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결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중요한 점을 기억하세요. 다양화 포트폴리오는
투자의 전반적인 위험을 제거하고 탈중앙화에 기여하는 기술과 프로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
니다.

BTCC  거래소에 대하여

암호화폐 투자하려면  BTCC  거래소에서 안전하게 비트코인 (BTC) 거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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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금융감독국(MSB), 캐나다 금용감독국(MSB), 새롭게 리투아니아의 암호화페 라이센스를 확득했습
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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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CC는 30개 이상의 주요 화폐를 포괄하는 데일리, 위클리, 분기 및 무기한 계약 등 4가지 유형의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하며, 화폐 및 계약 유형에 따라 최대 150배까지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BTCC 가입하기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apecoinap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the-sandbox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ecentralan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ecentraland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91%ec%8b%9c-%ec%9d%b8%ed%94%bc%eb%8b%88%ed%8b%b0%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c%97%91%ec%8b%9c-%ec%9d%b8%ed%94%bc%eb%8b%88%ed%8b%b0%eb%9e%80-%eb%ac%b4%ec%97%87%ec%9d%b8%ea%b0%80%ec%9a%94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26474&utm_campaign=APP_AD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6474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6474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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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is-kimchi-premium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474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6474


관련페이지:

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BTCC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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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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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센트럴랜드 (MANA)란 ? 초보자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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