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Newswire>브라질 거래원들, BM&FBovespa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위해 MetaTrader 5 
사용 
 
(상파울루, 브라질 2014 년 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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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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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Trader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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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vestimentos 는 1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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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P 는 500개가 넘는 계열 사무실과 1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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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aTrader 5 is Now Available to Brazilian Traders for Trading on the 
BM&FBovespa Stock Exchange 
 
SÃO PAULO, Brazil, June 5, 2014/PRNewswire/ -- MetaQuotes Software 
[http://www.metaquotes.net/ ] is pleased to announce that its MetaTrader 
5 [http://www.metatrader5.com/en ] trading platform has entered the 
Brazilian market. The largest independent broker in Brazil XP 
Investimentos [http://www.xpi.com.br/ ] has officially launched 
MetaTrader 5. This means that more than 80,000 customers of the company 
can now trade in the financial markets using the world famous platform. 
 
(Logo: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40424/683323 ) 
 
To view the Multimedia News Release, please click: 
http://www.multivu.com/mnr/71400547-metatrader-5-available-for-brazilian-
traders  
 
Importantly, traders can trade not only currency instruments, but also 
stocks and futures of Brazilian companies. To connect to the São Paulo 
Stock Exchange BM&FBovespa [http://www.bmfbovespa.com.br/ ], XP 
Investimentos specialists have developed a special gateway to provide 
correct execution of trades and delivery of market quotes. Finally, 
customers of XP Investimentos can fully appreciate the benefits of stock 
trading with the MetaTrader 5 platform. 
 
XP Investimentos rigorously tested the terminal prior to announcing the 
launch of the new service publicly. "For more than 10 months, MetaTrader 
5 was only available to 100 users selected for beta testing of the 
product. Only after the final debugging of all processes, trading with 
MetaTrader 5 became available to all our clients," says Guilherme 
Benchimol, CEO of XP Investimentos. 
 
"Interest in the South American market has recently increased," says 
Renat Fatkhullin, CEO of MetaQuotes. "We are looking to expand our 
presence in the region. We have entered the Brazilian market with the 
help of the leading local broker with a large client base to instantly 
win a substantial market share. Thus we achieve a higher exposure by 
providing MetaTrader 5 to the broad masses of traders, while our partner 
XP Investimentos has satisfied the wishes of its customers. We are happy 
to strengthen our position in the region and will continue to actively 
expand into the Latin American market." 
 
About MetaQuotes Software   
Established in 2000, MetaQuotes Software Corp. has been developing 
trading platforms for financial markets under the MetaTrader trademark. 
It is internationally known as a leader in the Forex software market. 
MetaTrader trading platforms are currently used by more than 600 
brokerage companies and banks all over the world. The new platform, 



MetaTrader 5, was developed by the Company with a focus on stock markets 
and is now actively promoted to various world exchanges.  
http://www.metaquotes.net 
 
About XP Investimentos 
Established in 2001, XP Investimentos is the largest independent broker 
in Brazil, with over 120,000 clients. The company is based in Rio de 
Janeiro and has offices in São Paulo, Porto Alegre, Belo Horizonte and 
New York, represented by XP Securities. XP is present in all of the 
Brazilian states through its distribution network - 500 affiliated 
offices and 1,800 authorized advisors. 
http://www.xpi.com.br 
 
Video:  
http://www.multivu.com/mnr/71400547-metatrader-5-available-for-brazilian-
traders 
 
Source: MetaQuotes Software C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