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Quotes Software, 브라질 거래 챔피언전 Campeonato de Traders 1(a) Edicao 
후원 

 
(상파울루 2014년 7월 23일 PRNewswire=연합뉴스) 브라질 최대 브로커 XP 
Investimentos[http://www.xpi.com.br/ ]가 자사 최초의 거래 챔피언전 Campeonato de 
Traders 1(a) Edicao[http://www.xpi.com.br/campeonatodetraders ]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MetaTrader 거래 플랫폼 개발업체인 
MetaQuotesSoftware[http://www.metaquotes.net/?utm_medium=affiliate&utm_campai
gn=prnewswire.com&utm_source=Press%20Release%20About%20XPInvestimentos
%20Championship ]의 후원을 받아 개최된다.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40424/683323 )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mnr/71400592-metaquotes-sponsor-brazilian-trading-
championship 
 
이 대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XP 
Investimentos[http://www.xpi.com.br/campeonatodetraders/inscricao.aspx ]에 등록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에 5,000 브라질 헤알을 예치해야 한다. 대회 규정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4주 내에 BM&FBovespa 미니-인덱스를 거래하게 된다. 초기 예치금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거래원이 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Campeonato de Traders 참가 등록 기간은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다. 이 
대회는 8월 11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린다.  
 
MetaQuotes Software CEO RenatFatkhullin은 “남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최근 고객 기반이 광범위한 브로커 XP Investimentos를 통해 
브라질을 발견했다”라면서 “XP Investimentos가 개최하는 대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자사가 브라질 거래원들에게 자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XP Investimentos 파트너 RaonyZeferino는 “자사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거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항상 고민한다. MetaTrader 5 
[http://www.metatrader5.com/?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prnewswire.com
&utm_source=Press%20Release%20About%20XPInvestimentos%20Championship 
]가 시장에서 가장 혁신적인 최첨단 거래 플랫폼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자사 고객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이 혁신적인 플랫폼을 브라질에서 가장 먼저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누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MetaQuotes Software 소개 
200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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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개 이상의 
중개업자와 은행이 이용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인 MetaTrader 5는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개발됐으며, 세계의 여러 거래소를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http://www.metaquotes.net 
 
XP Investimentos 소개 
2001년에 설립된 XP Investimentos는 12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한 브라질 최대의 
독자적인 브로커다. XP Investimentos는 리우데자네이루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상파울루, 포르투알레그레, 벨로리존테 및 XP Securities이 대표하는 뉴욕에 지사를 
두고 있다. XP는 500개가 넘는 계열 사무실과 1천 800명이 넘는 공인 자문들로 
구성된 자사의 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브라질 내 모든 주에 진출했다. 
http://www.xpi.com.br 
 
영상: http://www.multivu.com/mnr/71400592-metaquotes-sponsor-brazilian-trading-
championship 
 
출처: MetaQuotes Software Co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