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taTrader 5 거래 플랫폼, 모스크바 거래소 FX 시장(MOEX)에서 사용 가능 
 
(리마솔, 키프로스 2014 년 11 월 21 일 PRNewswire=연합뉴스) MetaQuotes 
Software 가 모스크바 거래소의 FX 시장[http://moex.com/en/markets/currency/ 
]에서도 MetaTrader 5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했다.  
 
(로고: http://photos.prnewswire.com/prnh/20140424/683323 ) 
 
멀티미디어 배포 자료 보기: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384851-MetaTrader-trading-moscow-
exchange/  
 
MetaTrader 5 를 통해 MOEX 거래를 시작한 첫 번째 브로커는 "Otkritie Broker" [ 
http://www.otkritie.com/en/business/broker/ ]다. Otkritie 는 지난 18 일 자사 
고객들을 위해 이 서비스를 개시했다. 등록 페이지 [ http://open-broker.ru/ru/mt5-
registration/ ]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누구나 외환 시장에서 MetaTrader 5 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거래원들은 거래 “Depth Of Market” 옵션 및 내장 기술 지표를 이용한 금융시장 
분석을 통해 원클릭 통화 거래의 편리함을 즐기면서 러시아 최대 거래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거래원들은 또한 MetaTrader 5 의 광범위한 기능성을 통해 로봇을 이용하는 거래 
과정을 자동화할 수도 있다. 거래원들은 직접 로봇을 개발하거나, 전문가에게 주문하거나, 
거래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MetaTrader Market [ 
https://www.mql5.com/en/market?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prnewswi
re.com&utm_source=Press+Release+About+MOEX+FX+Market ]에서 구입할 수 있다. 
금융 소식과 중요한 발표가 단말기에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원들은 최신 시장 사건들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모스크바 거래소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2014 년 3 분기에는 거의 모든 시장에서 
거래량이 증가[http://moex.com/n6803/?nt=200 ]했는데, 그 중 FX 부문의 실적이 
가장 좋았다. 외환 시장의 총 거래량은 2013 년 3 분기보다 26.4% 증가하여 55.86 조 
루블을 기록했다. 거래 외에 MetaTrader 5 MOEX 이 도입되면서 사용자들은 가장 인기 
많은 서비스(모방거래 [ 
https://www.mql5.com/en/signals?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prnewsw
ire.com&utm_source=Press+Release+About+MOEX+FX+Market ]부터 자동 거래 
로봇까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MetaTrader 5 플랫폼은 모스크바 거래소 FX 시장과 FORTS 시장 [ 
http://moex.com/en/derivatives/ ]의 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시장에서 
하나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거래할 경우, 중개 계좌(MOEX 의 FORTS 와 FX 부문 계좌) 
사이를 쉽게 오갈 수 있다.  
 
Otkritie Broker 인터넷 거래 부장 Alexander Dubrov 는 새로운 서비스 개시와 관련해 
“모스크바 거래소 FX 시장에서 처음으로 MetaTrader 5 의 이점을 자사 고객들에게 
제공하게 돼 기쁘다”라며 “거래원들이 MetaTrader 5 의 다양한 기능과 편리함을 알아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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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개 이상의 중개업자와 은행에 
제안되고 있다. 가장 새로운 플랫폼인 MetaTrader 5 [ 



http://www.metatrader5.com/?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prnewswire.
com&utm_source=Press+Release+About+DIRO ]는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개발됐으며, 
세계의 여러 거래소를 대상으로 활발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 
http://www.metaquotes.net  
 
"Otkritie Broker" 소개 
"Otkritie Broker"는 1995 년 가장 높은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러시아 최초의 브로커가 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설립됐다. 오늘날 Otkritie 
Broker 는 증권 시장 고객 거래 측면에서 1 위를 달리고 있다. Otkritie Broker 는 
4 만 2 천 명에 달하는 고객과 총 2 천 500 억 루블이 넘는 자산을 유치했다.  
http://www.otkritie.com/en/business/broker/  
 
영상: http://www.multivu.com/players/English/7384851-MetaTrader-trading-
moscow-excha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