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CC丨거래 시작하는 방법 (가이드)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start-trading-in-btcc丨-guide

선물계약 거래의 첫 단계를 완료한 것을 축하합니다!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선물 계약거래
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매주 거래 캐시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매주 최대 500USDT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CC에서 선물거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포지션거래 오픈 방법

1.거래할 코인 선택

앱 마켓 페이지에서 거래할 코인을 선택해 주세요. BTCC는 현재 18개 페어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
으며,계약 종류는 데일리,위클리 및 무기한 계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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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포지션 오픈 조건 확인

주문 방향, 레버리지,계약 유형 및 주문 사항을 설정합니다. 손절매 및 손익 가격을 미리 설정할 수있습니다.

세부사항을 확인 후 매수/롱을 클릭하면 포지션 오픈이 완료됩니다.



 

포지션거래 청상하는 방법

1.주문 선택

포지션거래 화면에서 청산하고 싶은 주문을 선택합니다.



 

2.청상 포지션 확인

‘청산’을 눌러 청산할  수량을 선택한 후 ‘청산’을 눌러 완료합니다.



 

선물거래의 4가지 팁

1.합리적인 레버리지(leverage)로 포지션을 관리하세요.

BTCC에서는 최소 10배에서 최대 150배까지의 레버리지(leverage)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따라, 합
리적인 레버리지(leverage)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보자의 경우 계정 내 보증금이 부족하여
강제 청산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전체 자산의 5%~10% 정도만 사용하여 거래 할 것을 권
장합니다.

2.손절매와 이익 실현 (SL/TP) 기능을 활용하세요.

BTCC는 포지션 오픈 시 SL/TP(손절과 익절) 설정 기능을 지원하며, 언제든지 주문의 SL/TP(손절과 익절) 라
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선물 거래에만 특별히 있는 기능으로 굉장히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해서 강제청산의 위기에 처하지 않고 손절라인과 익절라인을 설정하여
거래차트를 항상 지켜보고 있지 않아도 안전하게 손실을 방지하거나 이익을 취하며 거래할 수 있는 기능입
니다.

3.언제든지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소식 정보를 설정하세요.

BTCC는 무료 시세 알림과 시장 추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시장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TC의 가격이 45,000달러로 상승했을 때 알림 메시지를 받도록 BTC의 시세알림을 설정합니다.



BTC 가격이 $45,000가 되면 푸시 알림이 발송됩니다. 휴대폰 알림 설정에서 BTCC 앱 알림을 허용하세요.

4.모의 거래로 경험을 쌓으세요.

시세 알림 추가 방법

시장 추적 설정 방법(IOS와 Android 구분)

BTCC는 거래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10,000의 모의 거래 가상금을 제공합니다. 무료 모의 거래를 이용하여
거래방법을 알아보고 경험을 쌓으세요. 

거래 경험을 늘림으로써 실거래 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불필요한 손실을 줄여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