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 만에 100X 레버리지로 무기한 계약 거래하는 법 알아보기

지금 시작하기

"자고있는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할 것이다." — 워렌 버핏

3분만에 100x 레버리지로 무기한 계약 거래하는 법 알아보기



현재 BTC 가격이 $ 10,000이면 BTC 가격이 상승할지 또는 하락할지 예측해야 합니다.

상승 예측 하락 예측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 10,000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높은 가격에 매도
현재 BTC 가격이 $10,000이면 BTC 가격이 상승할지 또는 하락할지 예측해야 합니다.

지금 매수하기
매수/롱 포지션이라고도 함

수익성 지역

손실 지역$ 10,000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수익성 지역

손실 지역$ 10,000

매수량과 가격을 입력해주세요

$10,000 / BTC의 가격으로 10,000개의 계약을 매수합니다. 주문 값은 1 BTC이며 0.01 BTC만 소요됩니다

수량 건10000

10000 USD가격
매수 / 롱



10040

10000

9960

BTC / USD (全仓) 永续合约的盈利关键在于正确预测价格走势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 9,960
$ 10,000

포지션이 이루어진 후 2시간 후에 가격은 $9,660로 하락

손실은 0.004016 BTC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BTC 가격이 곧 상승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포지션을 유지하세요.

계산 공식: 10000 * (1 / 10000 - 1 / 9960) = -0.004016 BTC

손실 지역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2시간 뒤 BTC 가격은 $10,040으로 상승했습니다.

0.003984 BTC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계산 공식: 10000 * (1 / 10000 - 1 / 10040) = 0.003984 BTC

수익을 얻기 위해 지금 매도하기로 결정

지금 매도하고 포지션을 마감하세요

수익성 지역

$ 10,000

$ 10,040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매도량 및 가격을 입력해주세요.

$10,040 / BTC의 가격으로 10,000개의 계약을 매도합니다. 주문 값은 1 BTC이며 가격은 0.01 BTC입니다.

수량 건10000

10040 USD가격
매도 / 쇼트

$ 10,000

$ 10,040
수익성 지역



실현 손익 (롱) = 계약 건수 * 승수 * (1 / 진입 가격 - 1 / 마감 가격)

발생한 수익은 ≈ 0.003984 BTC

계산 공식: 10000 * (1 / 10000 - 1 / 10,040) = 0.003984 BTC

축하합니다.

하락 예측은 여기를 클릭하고 다른 시나리오를 확
인해주세요.

0.003984 BTC
발생한 수익은

수익률은 39.84%입니다.

100X의 레버리지로 왕좌에 앉으세요.

이용자는 BitForex 무기한 계약 거래에서 포지션을 닫기 위해 반대 포지션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포지션 주문 금액이 현재 포지션보

다 큰 경우, 남은 금액은 새로운 주문으로 배치됩니다.

어떻게 포지션을 닫나요?

하락 예측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지금 매도하기
메도/쇼트 포지션이라고도 함

높은 가격에 매도, 낮은 가격에 매수
무기한 계약 거래로 $10,000의 가격으로 매도하고 BTC 가격이 $10,000 이하로 떨어지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손실 지역

수익성 지역$ 10,000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매도량과 가격을 입력해주세요

BTC $10,000의 가격으로 10,000개의 계약을 매도

수량 건10000

10000 USD가격
매도 / 쇼트

손실 지역

수익성 지역$ 10,000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포지션이 이루어진 후 2시간 후에 가격은 $9,660로 하락

수익은 0.004016 BTC입니다.

여전히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포지션을 유지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로 결정

포지션을 계속 유지하세요.

계산 공식: 10000*（1/9960-1/10000) = 0.004016 BTC

$ 10,000
$ 9,960수익성 지역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포지션이 이루어진 후 2시간 후에 가격은 $10,040로 상승

손실은 0.003984 BTC입니다
계산 공식: 10000 * (1 / 10040 - 1 / 10000) ≈ -0.003984 BTC

가격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손실을 막기로 결정

지금 매수하고 포지션을 마감하세요

$ 10,000

$ 10,040
손실 지역



10040

10000

9960

BTC / USD (페어) 무기한 계약 거래로 이익을 얻는 핵심은 가격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매수량과 가격을 입력해주세요

$10,040 / BTC의 가격으로 10,000개의 계약을 매수

수량 건10000

10040 USD가격
매수 / 롱

$ 10,000

$ 10,040
손실 지역



실현 손익 (쇼트) = 계약 건수 * 승수 * (1 / 마감 가격 - 1 / 진입 가격)

손실 ≈ -0.003984 BTC

계산 공식: 10000 * (1 / 10040 - 1 / 10000) = -0.003984 BTC

안타깝네요.

상승 예측

0.003984 BTC
손실은

무기한 계약 거래에는 심각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주의를 기울여 결정해주세요.

이용자는 BitForex 무기한 계약 거래에서 포지션을 닫기 위해 반대 포지션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 포지션 주문 금액이 현재 포지션보

다 큰 경우, 남은 금액은 새로운 주문으로 배치됩니다.

어떻게 포지션을 닫나요?

상승 예측은 여기를 클릭하고 다른 시나리오를 확
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