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Quotes, FX WORLD ISTANBUL에서 기술 혁신 선보일 예정 
 
(이스탄불, 2014년 4월 24일 PRNewswire=연합뉴스) 굴지의 MetaTrader 외환 
플랫폼을 개발한 MetaQuotes Software[http://www.metaquotes.net/ ]가 기술 
파트너로서 FX WORLD ISTANBUL[http://www.fxworldistanbul.com/ ]에 참가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9월 25-28일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FX WORLD ISTANBUL은 터키 
외환산업[http://www.fxworldistanbul.com/en/forex-in-turkey ] 발전에 집중할 
예정이다.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71400523-metaquotes-innovation-fx-world-istanbul 
 
FX WORLD ISTANBUL은 터키자본시장중개기관협회(Association of Capital Markets 
Intermediary Institutions of Turkey, TSPAKB), 터키-미국사업연합(Turkish-American 
Business Association, TABA), 터키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m Turkey), 
터키수출협회(Turkish Exporters Assembly, TIM), BIST(Borsa Istanbul), 젊은 
사업가협회(GYIAD) 및 기타 NGO의 지원을 받아 개최된다.  
 
FX WORLD ISTANBUL의 중심 주제는 터키 외환산업의 발전이다. FX WORLD 회의 
조직위의 Ceylan Pirinçcioğlu는 FX ASIA에서 한 연설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외환 산업을 살펴보면, 전 세계 일일 외환 거래량은 5.3조 달러에 
달한다”면서 “그 중 터키의 외환 거래량은 300억 달러로, 전 세계 외환 거래량 중 
0.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해외 투자자들을 터키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터키의 규제 및 과세 제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며, 
“외환 분야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면, 이들은 터키에도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Pirinçcioğlu는 또한 투자자들을 위해 ‘레버리지 시스템’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터키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레버리지는 1:100인데, 이 
비율은 투자자들에게 큰 기회뿐만 아니라 위험도 안겨준다.  
 
FX WORLD ISTANBUL에서는 약 50명의 다양한 금융 기관 대표들이 연설을 할 
예정이다. MetaQuotes Software는 터키의 수많은 외환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자사의 최신 기술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2014년 9월 25-28일에 열리는 FX WORLD ISTANBUL EXPO는 같은 층에서 B2B와 B2C 
두 부문에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B2B 공간은 전문가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유동성 
제공업자, 브로커, 브리지 서포터, 기술 제공업자 및 외환과 파생상품 브로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들 사이에 미리 잡힌 회의를 위해 독점 공간을 제공한다. B2C 
엑스포는 매일 열리는 대회, 일대일 회의, 해피 아워, 라운지 음악 시간 및 FX 
라이프스타일의 기타 놀라운 요소 등을 바탕으로 풍부한 활동거리를 제공한다.  
 
MetaQuotes 소개 
MetaQuotes는 14년 동안 외환 및 주식 시장용 MetaTrader 플랫폼을 개발해왔다. 
현재 MetaQuotes는 외환 시장에서 굴지의 솔루션 제공업체이며, 주식 시장도 
적극적으로 탐색 중이다. MetaQuotes는 FX WORLD ISTANBUL에서 선보일 여러 가지 
기술 솔루션을 제공한다.  
 
출처: MetaQuotes Software C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