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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돼 하락했으며 루나·테라 폭락이 충격파를 던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 경우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하락장에서 쇼트를 통해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쇼트란 무엇이며, 비트코인 쇼트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트가 무슨 뜻인가요?

쇼트(Short, 공매도)이란 거래를 원하는 특정 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매도하는 것을 의미합
니다.

쇼트는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돈을 버는 투자 스타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매우 변덕스러운 경향이
있어서, 순매수와 공매도로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폭이 커지고 하락 위험이 높아지자 ‘쇼트’ 거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암호화폐 가격
이 오를 때만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 비유하자면 ‘공매도’처럼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투자법이다.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기본적인 거래는 된다. 아울러 가격이 오를 때 수익이 나는
‘롱(Long·매수)’은 물론, 떨어질 때 수익을 내는 ‘쇼트’ 거래를 할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 쇼트를 통해 무조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쇼트 상품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 주문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상품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아이러니 하게도 손해를 보게 됩니다.

또한 높은 레버리지를 설정해 거래를 하게 되면 그만큼 투자 금액을 손실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
시 비트코인 및 레버리지 등에 대해 철저히 공부한 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시

투자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거래소로부터 1BTC를 빌려 3,000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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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 매도했습니다.
이후 투자자의 예측대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였고, 투자자는 1BTC를 2,000 달러에 매수하게 됩니
다.
결국 투자자는 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1,000 달러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단축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암호화폐 마진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는 겁니다.

많은 거래소와 증권사들은 이런 유형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거래를 실행하기 위해 브로커로
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비트코인 쇼트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비트코인을 줄이면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이나 금융상품을 빌려 현재 가격으로 팔 수 있습니
다.

물론, 이 거래가 수익성 있는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줄인 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해야 할
것입니다. 빌린 사람에게 갚는 게 더 저렴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공매도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도 가능해 최대 15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숏을 할 수 있는 거래소와 높은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래소를 찾고 있으며,
이런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해서 수 많은 신생 거래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BTCC
전세계에 비트코인 숏(공매도)을 할 수 있는 거래소가 많은 가운데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BTCC는 다른 거
래소와 무엇이 다를까요?

BTCC는 무사고로 지난 11년간 전세계 130개국 , 수백만 가입자들에게 29개 페어의 암호화폐 선물 거래로
블록체인 자산 거래 및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BTCC거래소는 업계 최저인 최저 0.03% 거래 수수료를 제공하며, 또한 위클리 계약에서는 펀딩비가 부과되
지 않아 더욱 비용 절감 거래가 가능합니다.

현재 코인게코 (Coin Gecko)의 선물 거래량 기준 세계 랭킹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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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는 미국와 캐나다의 금융감독국 MSB 라이센스, 암호화폐 지갑 및 보관 서비스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사는 영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BTCC는 2011년 6월 설립되어 전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거래소이며 2012년에는 거래량 세계 랭킹 2위를 기
록하기도 했습니다.

무료 모의 거래와 최대 150배 레버리지가 가능하며, 만기기한에 따라 나뉘어 지는 데일리, 위클리 및 무기한
계약은 다양한 투자자의 선호도와 목표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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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에서 비트코인 쇼트 하는 방법

아직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회원가입 및 KYC 인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BTCC 가입하기

BTCC 홈페이지 로그인 후에 비트코인 쇼트 진행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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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BTCC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선택하여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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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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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마지막으로 어떤 암호화폐 거래든 투자자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어떤 투자자는 자신의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고, 어떤 투자자는 거래에서 자신의 자산을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의 경우 비트코인이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투자 전 충분한 준비를 하고 현재 암호화폐의 시장
동향과 시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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