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선물 거래란? BTCC 4가지 선물계약 유형
소개!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ryptocurrency-futures-trading-introduci
ng-the-4-types-of-btcc-futures-contracts#

선물거래는 파생금융상품 중의 하나로 시간을 초월한 거래방식입니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구매자와 판
매자는 특정한 시간, 가격 및 기타 거래 조건에 지정된 수량의 현물을 인수하기로 합의합니다.

전통적인 현물 시장과 달리 선물 시장에서는 거래가 즉시 ‘청산’되지 않고 두 거래 당사자는 미래의 특정 날
짜에 청산하겠다는 계약을 거래합니다.

코로나 19 이후 부동산과 주식의 광풍 속에 암호화폐는 4차 산업 혁명의 선두 주자로써 주목받고있습니다.
항상 선물 거래는 주식관련 기사 혹은 뉴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암호화폐에도 선물 거래를 적용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 선물 거래는 무엇일까요?

 

암호화폐 선물 거래란?

암호화폐 보유자는 암호화화폐 선물 자산 거래로 예상치 못한 위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암호화
폐 선물 거래는 특정 시간에 일정 금액의 암호화폐의 자산을 구매하고  파매하는 계약입니다.  또한 선물 시
장에서는 사용자가 직접 상품이나 디지털 자산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대신
하는 계약을 거래하게 되며, 자산(또는 현금)의 교환은 계약이 실행되는 미래에 이뤄집니다.

암호화폐 선물 계약은 기본 자산의 변동성과 불리한 가격 변동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거래자가 특정 암
호 화폐의 미래 가격을 추측 할 수있는 프록시 도구입니다.선물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습
니다.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선물 계약을 통해 쉽게 암호 화폐의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
다. 즉, 기본 자산 자체를 구매하는 대신 암호 화폐의 가격을 추측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치가 상승 할 것으로 예상하면 선물 계약을 매수하여 매수하고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매도하여
매도하게됩니다. 손익은 예측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페이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선물의 의미와 거래 방법 (뉴비) – BTCC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how-to-trade-futures-contracts-on-btcc?utm_source=GW_SEO&utm_medium=apdf&utm_campaign=apdf_banne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ryptocurrency-futures-trading-introducing-the-4-types-of-btcc-futures-contract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cryptocurrency-futures-trading-introducing-the-4-types-of-btcc-futures-contract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B%B9%84%ED%8A%B8%EC%BD%94%EC%9D%B8-%EB%B0%8F-%EC%95%94%ED%98%B8%ED%99%94%ED%8F%90-%EC%84%A0%EB%AC%BC%EC%9D%98-%EC%9D%98%EB%AF%B8%EC%99%80-%EA%B1%B0%EB%9E%98-%EB%B0%A9%EB%B2%95-%EB%89%B4%EB%B9%84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EB%B9%84%ED%8A%B8%EC%BD%94%EC%9D%B8-%EB%B0%8F-%EC%95%94%ED%98%B8%ED%99%94%ED%8F%90-%EC%84%A0%EB%AC%BC%EC%9D%98-%EC%9D%98%EB%AF%B8%EC%99%80-%EA%B1%B0%EB%9E%98-%EB%B0%A9%EB%B2%95-%EB%89%B4%EB%B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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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암호화폐 선물 거래합니까?

◆가격 변동성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위험 헤지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물 거래는 가격 변동의 영향을 피하고 위험을 헤지하는데 사용됩니다.예를 들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선물 계약과 반대되는 선물 계약을 추가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에서 거래를 시작

현물 거래는 “매수”로만 시작할 수 있지만 선물 계약은 “매수” 또는 “매도”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도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이 크게 하락한 경우에도 시장 동향이나 현재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소액 투자 시작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현금의 몇 배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BTC/USDT를 100
배 레버리지로 거래하면 이론적으로 1 USDT로 100 USDT 가치의 BTC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모두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말하지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자금을 보다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BTCC 거래소는 최대 150배의 레버리지를 제공합니다.

 

암호화폐 선물 거래의 장점

선물 거래에는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첫째로, 현재 많은 시장에서 암호 화폐 거래가  규제되지 않거나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선물
거래는 규칙이 훨씬 명확하다. 투자자는 앞으로 5년 간 선물 거래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든 바뀔 수 있다는 불
안을 떨쳐버려도 좋다.

또한 선물은 규제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 거래가 완전히 금지된 지역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직접 거래 만큼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다.

BTCC 가입하기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24278&utm_campaign=APP_AD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27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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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 4가지 주요 가상화폐 선물 유형

BTCC 에서는  ‘데일리’와 ‘위클리’, ‘분기’, ‘무기한’이라는 총 4가지 선물 계약을 제공합니다.

1.데일리 계약

만기: 한국시각 매일 6시~7시

적용화폐: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레버리지:최대 150배 레버리지 제공

수수료: 0.06%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24278&utm_campaign=APP_AD2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24278&utm_campaign=APP_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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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클리 계약

만기: 한국시각 매주 일요일 6시~8시

적용화폐: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카르다노(ADA)、비트코인 캐시(BCH)、
대시(DASH)、도지코인(DOGE)、폴카닷(DOT)、이오스(EOS)、파일코인（FIL）、링크(LINK)、유니스
왑(UNI)、스테라(XLM)、리플(XRP)

레버리지:10- 100배 레버리지 제공 (BTC와 ETH를 제외하고 50배로 고정)

수수료: 0.06%

(거래 개시 때 펀딩비 없음)

 

3.무기한 계약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ash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dash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dogecoin-price-forecast-20232030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olkado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polkadot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eos-price-market-analysis-and-forecast
https://www.btcc.com/ko-KR/academy/research-analysis/eos-price-market-analysis-and-forecast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il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il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il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hat-is-filcoin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stellar-lumens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stellar-lumens


만기: 무

적용화폐: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라이트코인(LTC)、카르다노(ADA)、비트코인 캐시(BCH)、
대시(DASH)、이오스(EOS)、파일코인（FIL）、스테라(XLM)、리플(XRP)

레버리지: 10-100배(ADA, DASH, XLM 및 XRP의 경우 20배 고정, BCH 및 EOS의 경우 10-50배)

수수료: 0.15%(미니 계정*, ADA, DASH, XLM 및 XRP의 경우 0.20%).

*미니 계정은 계정 개설 시 기본 계정 상태입니다. 더 많이 입금할수록 VIP 회원으로 업그레이드되고 더 저
렴한 수수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펀딩비: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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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계약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itcoin-cash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itcoin-cash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24278&utm_campaign=APP_AD2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BTCC는 최근 BTC, ETH, XRP, ADA, DOGE, UNI, MATIC, GMT, TRX, SAND 등과 같은 인기 코인 21개
페어의 분기 선물을 상장했습니다.

만기:(한국시각) 매년 1월 1일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6시~8시

레버리지: 10-100배

BTCC 가입하기

 

제일 적합한 암호화폐 계약은?

최대 150배의 레버리지를 즐기려면 BTC/USDT 및 ETH/USDT에 대한 데일리 계약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CP 가치를 원하신다면 가장 많은 코인을 커버하는 주간 계약이 우선입니다.

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분기별 계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 화폐 계약을 오래 유지하고 싶다면 무기한 계약을 권장합니다.

BTCC에서는 수요와 투자 계획에 따라 가장 적합한 계약 거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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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aout-gmt-token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27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278
https://www.btcc.com/ko-KR/promotions/lp-seo-new?slug=0112&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PP24278&utm_campaign=APP_AD1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24278


BTCC에 대하여

2011년 설립된 BTCC는 글로벌 유저들에게 58쌍 페어의 가상화폐 선물 거래 서비스 및 블록체인 자산 거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입니다. 미국, 캐나다의 MSB 라이센스에 이어 유럽(리투아니아)에서 가상
화폐 거래소 라이센스를 획득해 유럽의 규제하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다.

또한 가상화폐 관련 데이타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과 코인게코(CoinGecko)
선물 거래소 랭킹 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 외 BTCC거래소 관련 정보 및 고객상담은 BTCC 공식 웹사이트 및 BTCC 카카오톡 채널(검색 아이디:
btcc2011)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TCC 가입하기

관련페이지:

BTCC에서 암호화폐 선물 계약 거래하는 방법 – BTCC

BTCC 입금 안내ㅣ크게 2가지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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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278
https://www.btcc.com/ko-KR/register?utm_source=GW_SEO&inviteCode=%20&utm_medium=article&utm_campaign=lynn2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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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btcc-deposit-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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