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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BIT 입출금정책 

비트코인 (BTC) 입금정책 

해당 주소로는 비트코인만 입금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를 입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비트코인 주소에는 비트코인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의 비트코인 주소로 입금 이후 10분~30분 이후에 반영됩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지체 및 동결은 본 거래소와 무관하며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입금되는 코인은 51 %공격에 대비하여 승인 수를 예고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승인 수를 충족시켜야 코인의 입금이 반영됩니다. 

코인의 입금은 블록 익스플로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BTC) 출금정책 

비트코인 출금신청시 자동으로 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이 출금됩니다. 

오케이비트에서는 출금수수료를 고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변적으로 책정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한번 전송된 코인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입금주소를 반드시 재차 정확히 확인하시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출금 이후 트랜잭션이 생성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트랜잭션 생성 이후 승인이 지연되거나 동결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본 거래소에서는 어떠한 추가조치도 할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이 생성된 이후 미승인 상태로 전송이 평소보다 지연되는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미승인 거래가 많아  

병목현상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기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출금주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본 거래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더리움(ETH)입금정책 

해당 주소로는 이더리움만 입금 가능합니다. 이더리움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를 입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이더리움 주소에는 이더리움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이더리움 주소로 입금 이후 10분~30분 이후에 반영됩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지체 및 동결은 본 거래소와 무관하며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입금되는 코인은 51 %공격에 대비하여 승인 수를 예고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승인 수를 충족시켜야 코인의 입금이 반영됩니다. 

오케이비트에서는 컨트랙트 방식의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ETH)입금정책 

출금신청시 자동으로 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이 출금됩니다. 

오케이비트에서는 출금수수료를 고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 료는 가변적으로 책정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한번 전송된 코인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입금주소를 반드시 재차 정확히 확인 하시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출금 이후 트랜잭션이 생성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트랜잭션 생성 이후 승인이 지연되거나 동결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본거래소에서는 어떠한 추가조치도 할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이 생성된 이후 미승인 상태로 전송이 펑소보다 지연되는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미승인 거래가 많아 병목현상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출금주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본 거래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케이비트에서는 컨트랙트 방식의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OK-BIT 입출금정책 

라이트코인(LTC) 입금정책 

해당 주소로는 라이트코인만 입금 가능합니다. 라이트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를 입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라이트코인 주소에는 라이트코인만 입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회원님 라이트코인 주소로 입금 이후 10분~30분 이후에 반영됩니다.  

라이트코인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만 지체 및 동결은 본 거래소와 무관하며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입금되는 코인은 51 %공격에 대비하여 승인수를 예고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승인수를 충족시켜야 코인의 입금이 반영됩니다. 

라이트코인(LTC) 출금정책 

오케이비트에서는 출금수수료를 고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 수료는 가변적으로 책정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한번 전송된 코인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입금주소를 반드시 확인 하시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출금 이후 트랜잭션이 생성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트랜잭션 생 성 이후 승인이 지연되거나 동결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본 거래소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이 생성된 이후 미승인 상태로 전송이 평소보다 지연되는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미승인 거래가 많아 병목현상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출금주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본 거래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리플코인 (XRP) 입금정책 

해당 주소로는 리플 코인만 입금 가능합니다. 리플 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를 입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리플 코인 주소에는 리플 코인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지갑의 입출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50XRP가 본인의 주소에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거래소로 리플을 입금할 때는 Destination TAG를 주소와 함께 별도 기입란에 반드시 입력해주세요.  

회원님 리플코인 주소로 입금 이후 10분~30분 이후에 반영됩니다. 

리플코인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지체 및 동결은 본 거래소와 무관하며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입금되는 코인은 51 %공격에 대비하여 승인 수를 예고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승인 수를 충족시켜야 코인의 입금이 반영됩니다. 

 

리플코인 (XRP)출금정책 

출금 신청시 자동으로 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이 출금됩니다. 

오케이비트에서는 출금수수료를 고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변 적으로 책정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한번 전송된 코인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입금주소를 반드시 재차 정확히 확인하시고 송금하시 기 바랍니다. 

출금 이후 트랜잭션이 생성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트랜잭션 생성 후 승인이 지연되거나 동결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본 거래소에서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할 수 없으며 책임이 없습니다. 

트랜잭션이 생성된 이후 미승인 상태로 전송이 평소보다 지연되는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미승인 거래가 많아 병목 현상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타거래소로 리플코인을 송금시 반드시 리플코인 주소 이외에 Destination TAG가 존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금주소 및 Destination TAG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본 거래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OK-BIT 입출금정책 

비트코인캐시(BCH) 입금정책 

해당 주소로는 비트코인캐시만 입금 가능합니다. 비트코인캐시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를 입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비트코인캐시 주소에는 비트코인캐시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비트코인캐시 주소로 입금 이후 10분~30분 이후에 반영됩니다.  

비트코인캐시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지체 및 동결은 본 거래소와 무관하며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입금되는 코인은 51%공격에 대비하여 승인수를 예고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승인수를 충족시켜야 코인의 입금이 반영됩니다. 

 

비트코인캐시(BCH) 출금정책 

비트코인캐시 출금 산정시 자동으로 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이 출금됩니다. 

오케이비트에서는 출금수수료를 고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 료는 가변적으로 책정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한번 전송된 코인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입금주소를 반드시 재차 정확히 확인하시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출금 이후 트랜잭션이 생성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트랜잭션 생성 이후 승인이 지연되거나 동결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본 거래소에서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할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이 생성된 이후 미승인 상태로 전송이 평소보다 지연되는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미승인 거래가 많아 병목현상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출금주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본 거래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메르시코인(MERCI）입금정책 

해당 주소로는 메르시 코인만 입금 가능합니다. 메르시 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를 입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메르시 코인주소에는 메르시 코인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메르시코인 주소로 입금 이후 10분~30분 이후에 반영됩니다. 

메르시 코인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지체 및 동결은 본 거래소와 무관하며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입금되는 코인은 51 %공격에 대비하여 승인 수를 예고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승인 수를 충족시켜야 코인의 입금이 반영됩니다. 

 

메르시코인(MERCI) 출금정책 

출금 신청시 자동으로 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이 출금됩니다. 

오케이비트에서는 출금수수료를 고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변적으로 책정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한번 전송된 코인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입금주소를 반드시 재차 정확히 확인하시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출금 이후 트랜잭션이 생성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트랜잭션 생성 이후 승인이 지연되거나 동결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본 거래소에서는 어떠한 추가조치도 할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이 생성된 이후 미승인 상태로 전송이 평소보다 지연되는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미승인 거래가 많아 병목현상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출금주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본 거래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OK-BIT 입출금정책 

트리피코인 (TRIPI)입금정책 

해당 주소로는 트리피 코인만 입금 가능합니다. 트리피 코인 이외의 다른 암호화폐를 입금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 류나 손실에 대해서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트리피 코인주소에는 트리피 코인만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님 트리피코인 주소로 입금 이후 10분~30분 이후에 반영됩니다. 

트리피 코인 네트워크 사정으로 인한 지체 및 동결은 본 거래소와 무관하며 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입금되는 코인은 51 %공격에 대비하여 승인 수를 예고 없이 변경 가능합니다. 승인 수를 충족시켜야 코인의 입금이 반영됩니다. 

 

트리피코인 (TRIPI)출금정책 

출금 신청시 자동으로 수수료와 합산된 금액이 출금됩니다. 

오케이비트에서는 출금수수료를 고정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가변적으로 책정되며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많거나 적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한번 전송된 코인은 절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입금주소를 반드시 재차 정확히 확인하시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출금 이후 트랜잭션이 생성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며, 트랜잭션 생성 이후 승인이 지연되거나 동결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하더라도 본 거래소에서는 어떠한 추가 조치도 할 수 없으며 책임지지 않습니다. 

트랜잭션이 생성된 이후 미승인 상태로 전송이 평소보다 지연되는 경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미승인 거래가 많아 병목현상이 발생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출금주소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회원개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본 거래소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원화(KRW) 출금 및 환불 정책 

원화마켓 종료에 따라 모든 보유한 원화는 출금해 주십시오. 

출금은행은 본인 인증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선택 됩니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원화 출금 시 2~3일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과 평일 18:00 ~ 익일 09:00 까지는 원화 출금이 제한됩니다. 

은행의 사정으로 인해 출금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식별번호 미기입으로 발생한 착오입금의 경우 고객센터( support@ok-bit.com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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