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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파울루, 브라질 2014 년 6월 5 일 PRNewswire=연합뉴스) MetaQuotes Software [ 

http://www.metaquotes.net/ ]가 자사의 MetaTrader 5 [ 

http://www.metatrader5.com/en ] 거래 플랫폼이 브라질 시장에 진출했다고 발표했다. 브라질 

최대의 단독 브로커인 XP Investimentos [ http://www.xpi.com.br/ ]가 MetaTrader 5 

공식적으로 개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8 만 명이 넘는 XP Investimentos 고객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MetaTrader 5 플랫폼을 통해 금융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40424/683323 )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71400547-metatrader-5-available-for-brazilian-traders   

 

중요한 점은 거래원들이 통화 기구뿐만 아니라 브라질 기업의 증권과 선물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XP Investimentos 전문가들은 상파울루 증권거래소 BM&FBovespa [ 

http://www.bmfbovespa.com.br/ ]와 연계하기 위해 시장 시세 거래와 제공을 정확하게 

수행하는 특별한 게이트웨이를 개발했다. 그 결과, XP Investimentos 고객들은 MetaTrader 5 

플랫폼을 이용한 증권 거래의 이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됐다. 
 

XP Investimentos 는 MetaTrader 5 공식 개시를 발표하기 전에 철저한 테스트를 진행했다. XP 

Investimentos CEO Guilherme Benchimol 은 “10개월 넘게 베타 테스트를 위해 선정된 

100 명의 사용자만 MetaTrader 5를 사용할 수 있었다”면서 “마침내 모든 과정에서 오류를 

검출하고 제거한 후에야 모든 고객들에게 MetaTrader 5 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MetaQuotes CEO Renat Fatkhullin 은 “최근 남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자사는 이 

지역에서 자사의 입지를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자사는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즉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 기반이 큰 브라질 굴지의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브라질 시장에 

진출했다. 다수의 거래원들에게 MetaTrader 5 를 제공함으로써 노출률도 높였고, 자사 파트너 XP 

Investimentos 는 고객의 바람을 충족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지역에서 자사의 입지를 

강화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남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etaQuotes Software 소개 

2000 년에 설립된 MetaQuotes Software Corp.는 MetaTrader라는 등록상표명으로 금융시장을 

위한 거래 플랫폼을 개발해왔으며, 국제 Forex 소프트웨어 시장의 선두주자로 알려져 있다. 

MetaTrader 거래 플랫폼은 현재 전 세계 600 개 이상의 중개업자와 은행이 이용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인 MetaTrader 5 는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개발됐으며, 세계의 여러 거래소를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http://www.metaquotes.net  

 

XP Investimentos 소개 

2001 년에 설립된 XP Investimentos는 12 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한 브라질 최대의 독자적인 

브로커다. XP Investimentos 는 리우데자네이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상파울루, 

포르투알레그레, 벨로리존테 및 XP Securities 이 대표하는 뉴욕에 지사를 두고 있다. XP는 

500 개가 넘는 계열 사무실과 1천 800 명이 넘는 공인 자문들로 구성된 자사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브라질 내 모든 주에 진출했다.  
http://www.xpi.com.br  

 

영상:  
http://www.multivu.com/mnr/71400547-metatrader-5-available-for-brazilian-traders  

 

출처: MetaQuotes Software C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