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CC 출금丨복잡하지 않은 깔끔한 인출 !

원문: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withdrawal-crypto-on-btcc

앞서 BTCC 입금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BTCC 출금 방법도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
니다.

암호화폐 출금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BTCC 출금(다른 지갑으로 출금)도 매우 간단하고 BTCC 거래소의 출
금 페이스에 다른 곳의 주소를 입력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BTCC에서 출금

BTCC 출금은 “BTCC에서 다른 지갑으로 이체”되는 입금의 개념과 유사하므로 다른 지갑의 주소와 네트워
크를 알고 있으면 BTCC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BTCC 거래소에 출금 단계를 소개하고 앱을 예로 들어 보겠니다.

1. ‘Assets menu(자산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출금’ 버튼 누릅니다.

3. ‘Withdrawal Currency(인출 코인)’를 선택합니다.

4.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할 때 다른 지갑과 동일한 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5.다른 지갑의 ‘Withdrawal Address(입금 주소)’인 ‘Withdrawal Address(출금 주소)’를 입력하십시오.

6.“Withdrawal Amount(출금 금액)” 입력합니다.

7.바이낸스(Binance), FTX 등의 ‘Withdrawal Address Source(출금 주소 출처)’를 입력합니다.

8.’Submit(제출)’을 클릭합니다.

9.보안 확인(security verification) 후 코인 출금 가능합니다.

BTCC 출금 후 블록체인 네트워크 확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확인이 완료된 후 다른 지갑에서 입금을 볼 수 있
어야 합니다. 긴 시간 지나도 지갑에서 입금확인 한 되는 경우 BTCC 고객센테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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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drawal-crypto-on-btcc
https://www.btcc.com/ko-KR
https://www.btcc.com/ko-KR/academy/crypto-basics/2022-introducing-top-10-global-cryptocurrency-exchange-rankings-never-miss-it


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iOS 버전 다운로드

바이낸스로 출금

BTCC에서 바이낸스(Binance)로 출금 하려면 바이낸스의 “stored value address(저장 가치 주소)”를 획득
해야 합니다. 바이낸스 APP 예로 들어 보겠니다.

1.「자금(Funds menu)」선택지를 선택합니다.

2.「현물’ 버튼을 클릭합니다.

3.「충전(입금)」 버튼을 클릭합니다.

4.「코인 종류」를 선택합니다.

5.「네트워크」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바이낸스의 「충전(입금) 주소」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BTCC의 코인 출금 페이지를 열겠습니다.

 

1.「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바이낸스와 동일한 네트워크를 선택하십시오.

2.바이낸스의 「충전(입금) 주소」를 입력합니다.

3.「출금 금액」입력합니다.

4.「주소 출처」는 바이낸스를 선택하면 됩니다.

5.「제출」을 클릭합니다.

6.보안 확인(security verification) 후 바이낸스로 출금할 수 있습니다.

BTCC 출금 수수료

BTCC 충전 및 입금 시 수수료가 없지만 출금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인출 화폐의 종류와 네트워
크(예:TRC20、ERC20)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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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2454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2454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2454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2454


한편, BTCC는 ECR-20, OMNI 두 가지의 퍼블릭체인 USDT의 코인 인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입금 및 출금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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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C 입출금 한도

BTCC 입출금 시 ‘최소 입금액’과 ‘최소 출금 금액’도 유의하셔야 하며, 출금 상한액은 해당 계좌의 KYC 통과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BTCC 입출금 한도를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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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2454
https://operation.onelink.me/yxkn/r6evw3gw?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2454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2454
https://operation.onelink.me/yxkn/th3k4yjp?pid=BTCCCOM&c=GW_SEO_APP&af_siteid=A12454


인출 개방 시간:

월요일-금요일:09:30am-21:30pm（UTC+8）

주말 또한 명절 휴일: 09:30am-21:30pm（UTC+8）

∗비고: 코인을 인출하면 보너스(증정금)는 0이므로 보너스를 모두 사용 후 출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금 주의 사항

1.거래소와 전자지갑의 호환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래소와 전자 지갑에서 고객님의 입출금 주
소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자산을 다시 찾을 수 없게 됩니다.

2.코인을 충전하는곳과 입금받는곳은 반드시 동일한 화폐를 선택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출
금 주소는 BTC이지만, 입금에서는 XRP를 선택해 버렸을 경우, 자산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3, 코인을 출금하시기전에 출금하시는 코인과 거래소에 입금하시는 코인이 동일한 코인인지 그리고 코인
주소를 잘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블록체인의 익명성 특징으로 인해  잘못된 거래정보를 입력시 암호화폐가 분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결제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이 주소에 입금이 이루어지려면 네트워크 노드를 확인해야하며 네트워크 혼잡에 따라 계좌에 반영되는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계좌에 자산이 표시되지 않으면 BTCC 고객센터로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결론

BTCC의 출금을 여기까지 설명드립니다. 다른 거래소를 입출금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처리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주로 잘못된 코인나 네트워크를 잘 못 선택하거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것을 걱정합니다. 가능한
다면 처음 출금할 때  먼저 소소한 일부 금액을 인출하고 계좌 확인 된 후에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것이 더 안전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려면 BTCC아카데미에 방문하세요.

https://www.btcc.com/ko-KR/academy#__next
https://www.btcc.com/ko-KR/academy#__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