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더블린, 6월 12일 화요일, 2018 

맨체스터 시티, AVATRADE와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중국,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지역 파트너 역할을 수행한 

후, AvaTrade와 시티는 새로운 글로벌 다년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다 

 최고의 온라인 거래 중개인은 클럽의 온라인 거래 파트너로 역할을 확장한다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 클럽 맨체스터 시티는 AvaTrade와 새로운 다년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클럽의 글로벌 공식 온라인 거래 파트너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새로운 

계약은 중국.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에서 시티의 지역 파트너였던 AvaTrade의 기존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다.  

 

AvaTrade는 최고의 온라인 중개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는 가장 

진보한 플랫폼에 구축된 혁신적이고, 사용자 지향적인 거래 환경을 통해 온라인 거래 

산업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통해 AvaTrade는 전 세계의 고객 그리고 사업 파트너에게 시티 관련 홍보, 상품 

및 맨체스터에 있는 클럽의 에티하드 스타디움 VIP 여행 등 ‘돈을 살 수 없는’ 경험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  

시티 풋볼 그룹의 파트너십 수석 부사장 Damian Willoughby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vaTrade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관계를 확장하는 이번 기회를 발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AvaTrade가 가진 혁신에 대한 약속, 업계를 주도하는 방식과 맨체스터 

시티와 공유하는 가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AvaTrade와 관계를 지속하고 전 세계의 더 

많은 팬과 교류하는 일을 돕게 되어 고맙게 생각한다.”  

 

AvaTrade CEO Dáire Ferguson는 “업계에서 가장 관리되고 신뢰받는 중개인 AvaTrade가 

맨체스터 시티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전 세계인이 이용할 수 있는 트레이딩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전 세계의 모든 축구 팬과 투자자는 마음만 먹으면 달성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없음을 아셔야 한다. 당사는 고객에게 최고의 기술, 도구, 시스템 및 

교육을 제공하며, 고객은 이 지식을 통해 당사의 트레이딩 플랫폼에서 금융적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아일랜드 더블린의 본사 및 전 세계 16개 사무소를 두고 있는 AvaTrade는 EU, 일본, 호주, 

남아프리카, BVI 및 중동에서 여섯 개의 정규 글로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AvaTrade는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투자하고 거래하도록 보장하는 

업계 최초이자 최고의 중개인이다. 

 

끝 

 

 

맨체스터 시티 풋볼 클럽 소개 

맨체스터 시티 FC는 St 마크의 웨스트 고턴으로 1880년에 처음 설립된 영국 프리미어 리그 클럽이다. 1894년 

맨체스터 시티 FC로 공식명을 변경했으며, 이후 유럽 위너 컵 우승, 세 번의 프리미어 리그 우승(2012, 2014, 

2018)을 포함하여 네 번의 리그 챔피언십 우승, 다섯 번의 FA 컵 우승을 이뤘다. 맨체스터 시티 FC는 뉴욕 시티 

FC 및 멜버른 시티 FC를 포함하여 시티 풋볼 그룹의 8개 팀 중 하나이다. 

풋볼 월드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 한 명인 페프 과르디올라 감독 하에 클럽은 2003년부터 시티가 홈 

구장으로 칭하며 55,000명의 관중석을 자랑하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국내 및 UEFA 챔피언 리그 홈 

경기를 치른다. 현재 스타디움은 광범위한 에티하드 캠퍼스에 자리 잡고 있으며, 캠퍼스는 맨체스터 동부의 

심장에 위치한 시티 풋볼 아카데미, 최첨단 기술 훈련소 및 유소년 개발 시설을 포함한다. 7,000석의 

아카데미 스타디움을 가지고 있는 시티 풋볼 아카데미는 맨체스터 시티 여성 풋볼 클럽과 엘리트 개발 

선수단이 매일 훈련을 하며, 홈 경기를 치르는 장소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mancity.com 참조 

http://www.mancity.com/


AvaTrade 소개 

최고의 외환 및 CFD 중개인 AvaTrade는 2006년에 설립되었으며 외환, 주식, 상품, 지수, 암호화폐 및 바닐라 

옵션 등 250개의 금융 상품을 제공한다. AvaTrade 고객은 여러 개의 최첨단 거래 플랫폼, 혁신적인 

AvaTradeGO 모바일 앱을 통한 이동 중 거래, 전용 계정 관리자, 14개 언어로 제공되는 주 5일, 24시간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AvaTrade는 모든 수준의 트레이더를 수용하며, 고급 암호화 기술 및 완전히 분리된 

계정으로 안전한 거래를 보장한다.  

AvaTrad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avatradeko.co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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