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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옵션 선택사용코드 입력



1   코봇 오토 트레이더 소개

오토 트레이더는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매매하는 
스마트한 암호화폐 자동거래 시스템 입니다.

빗썸 거래소에 최적화 
쉽고 편리한 이용

1,000가지가 넘는 
나만의 거래전략 수립

최고 수준의 보안과 
입출금 기능없는 API 사용

국내 최다 회원수를 보유한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에서 다양한 가상자산을 자동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암호화폐 종류, 자산 활용도, 민감도 등 
다양한 거래요소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내게 알맞는 자동매매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오토 트레이더는 높은 보안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입출금 기능 없는 
API의 이용으로 보안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



2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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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봇 공식 홈페이지 (www.korbot.com)에 방문해, 상단 서비스 메뉴의 ‘오토 트레이더’를 클릭 합니다.

2. 오토 트레이더 페이지의 왼쪽 파란버튼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합니다.

http://www.korbot.com


2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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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설치 마법사의 안내대로 프로그램 설치를 진행합니다.

3.설치가 완료되면 바탕화면에 ‘코봇 오토 트레이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3   프로그램 설정하기 - (1) API KEY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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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탕화면에 생성된 ‘코봇 오토 트레이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2.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우측 메뉴의 ‘계정설정’을 클릭하세요 

3. 빗썸에서 발급한 입출금 기능 없는 API KEY 를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3   프로그램 설정하기 - (2) 사용코드 (시리얼 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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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리얼 키(사용코드)는 봇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코드 입니다.

2. 시리얼 키는 ‘사용코드 구매하기’ 링크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구매가 완료되면 코봇 오토트레이더 ‘계정설정’ / ‘시리얼 키’에 입력하면 됩니다.



3   프로그램 설정하기 - (3) 거래할 암호화폐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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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정설정 페이지에서 거래할 암호화폐를 선택해야 합니다.

2. 목록에 없는 암호화폐 거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한번에 한 종류의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프로그램 사용하기 - (1) 거래옵션 설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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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토 트레이더의 <거래설정>을 클릭하세요.

2. 설정값에 따라 매매 알고리즘과 매매방식의 차이가 크며, 다른 결과를 나타냅니다.

3. 각 항목에 대해 기본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감도가 높을수록 비교적 많은 거래를 실행합니다.

암호화폐 시세가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높여주세요.

1회 거래할 때, 매매량 비율을 조절합니다.

PC 성능에 따라 옵션값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사용하기 - (2) 총 자산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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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좌측의 <내 자산 현황>에서 총 자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 사용하기 - (3) 거래내역과 진행중인 거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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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중앙에서 거래내역과 진행중인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자주하는 질문

Q1. 프로그램 매매 기본 원리는 무엇인가요?
> 본 프로그램은 코봇의 기술적 분석 기반 방향성 매매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Huobi, OKEX, Binance, Coinbase 등 세계 4대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를 실시간으로 모니
터링 하고, 시세의 최적값을 매매 설정 변수 (Parameter)로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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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항상 PC를 켜두어야 하나요?
>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선 PC를 켜두어야 합니다. 

> 윈도우 최대절전모드 진입을 미리 막아두시면 프로그램 종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Q3. 항상 PC를 켜두어야 하나요?
>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선 PC를 켜두어야 합니다. 

> 윈도우 최대절전모드 진입을 미리 막아두시면 프로그램 종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5   자주하는 질문

Q4. 빗썸 API는 어떻게 활성화 하나요?
> 빗썸 홈페이지의 API 관리를 클릭 합니다. (계정 관리) 

> 항목 중 회원지갑정보, 주문내역, 매수주문, 매도주문, 거래취소, 회원거래내역을 체크합니다. 
(주의: KRW 출금과 코인 출금 기능은 제외해주세요.) 

> 보안 인증을 완료하고 API 키를 생성합니다. 

> API 키를 따로 기록한 후에, 활성화를 클릭 합니다. 
(주의: 활성화를 누르기 전에 API 키를 따로 기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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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시리얼 키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 비트시그널 (bitsignal.co.kr)을 방문해 “오토 트레이더”를 눌러주세요. 

> 웹사이트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주세요. 

>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 시리얼 키가 발급되면 오토 트레이더에 입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bitsign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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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I 발급하기 (Bithumb)

코봇 오토 트레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빗썸 API KEY’ 가 필요합니다.

>  API KEY 발급은 빗썸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합니다. (www.bithum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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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인증을 완료 하셔야 API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코봇은 유저의 API KEY를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1   API 발급하기 (Bithumb) - 계정관리 메뉴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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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 로 빗썸 거래소(www.bithumb.com)에 로그인합니다.

2.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계정관리 메뉴로 이동합니다.



1   API 발급하기 (Bithumb) - API 관리 메뉴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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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왼쪽 하단의 거래관리 섹션의 <API 관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API 발급하기 (Bithumb) - API 권한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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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목 중 회원지갑정보, 주문내역, 매수주문, 매도주문, 거래취소, 회원거래내역을 체크합니다.


(주의: KRW 출금과 코인 출금은 제외해주세요.)



1   API 발급하기 (Bithumb) - API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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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P 및 출금주소 제한은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보안 인증을 완료하면 API KEY 가 생성됩니다.



2   API 발급하기 (Bithumb) - API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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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I KEY 가 생성되면 아래와 같은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2   API 발급하기 (Bithumb) - API 활성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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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MS 인증을 통해 활성화 절차를 거칩니다.

2. Connect Key와 Secret Key를 복사해 안전한 곳에 기록합니다.

3. API 가 활성화되면 주황색 테두리의 활성화 버튼이 사라집니다.



3   API 발급하기 (Bithumb) - API 키 관리하기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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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I Connect Key와 Secret Key가 유출될 경우 
제 3자가 유저의 자산에 접근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API 권한 중 암호화폐 입출금과 KRW 입출금 권한이 없는지 
꼭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봇 오토 트레이더는 차익거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프로그램과 별도로 차익거래 서비스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010 - 9453 - 3440 bmy@korbot.io



이메일 문의: contact@korbot.io

홈페이지: www.korbot.com

mailto:contact@korbot.io
http://korbo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