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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고지 : 외환 계약 또는 기타 외상 거래 상품의 레버리지 거래는 위험 수준이 높으며 일부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개인적인 여건에 비추어 거래가 귀하에게 
적합한지 주의 깊게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하는 것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웹 사이트의 정보는 전반적으로 기본내용 입니다. 독립적이고 재정적 자문을 구하고 거래 
전 위험을 완전히 이해할 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추가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Anzo Capital의 Risk Disclosure 전문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Anzo Capital 
가상 개인 서버 (VPS)

사용자 가이드

https://files.anzocapital.com/legal/kr/risk_disclosure_policy_kr.pdf?v=452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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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zo Capital에서는 고객의 성공적인 거래를 위해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PS 제공을 위한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안정적이고 빠른 서버를 보유하는 것이 거래 실적에 중요합니다. Forex 시장은 밀리 초 단위로 가격을 변경합니다. 보도 자료가 
나오면 눈 깜짝 할 사이에 50 핍스 씩 뛰어 넘을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자가 연결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VPS가 제공하는 강력한 연결성을 통해 고객의 거래는 즉시 실행되고 최상의 가격이 제공 되며 불필요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VPS 서버를 사용하면 라이브 시장에 계속 연결되므로 항상 조절 할 수 있으며 MT4 거래 플랫폼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pert Advisors (EAs)를 사용한 거래는 지금까지 항상 효율적이였습니다.

VPS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영향력 있는 보도 자료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초고속 거래 
실행으로 인해 적절한 순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 서버가 대량의 외환 거래가 발생하는 곳과 매우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MT4와 VPS의 장점
• 알고리즘과 EA를 24 시간 연속으로 실행 가능함
• 번개같이 빠른 속도
• 오버로드 없는 서버, 래그 없음
• 백업 컴퓨터 필요 없음
• 모든 브라우저에서 액세스 가능
• 원격으로 거래 가능

MT4에 VPS를 실행 하세요
• VPS는 일일 평균 잔액이 5000 달러 이상이고 월 5 회 거래하는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고객의 경우 VPS는 월 35달러가 소요될 것입니다.
• 수수료는 계좌 월렛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고객의 월렛에 충분한 자금이 없는 경우, 수수료는 고객의 MT4 계좌 잔액에서 

차감됩니다.  
• 계좌 잔액이 없을 경우, 고객의 월렛은 마이너스가 되고 VPS는 폐쇠됩니다.
• VPS를 요청하려시면 백오피스를 통해 고객 서비스에 지원 티켓을 제출하십시오.
• 아래 그림의 운영 체제는 Windows 10 입니다.
• 시작 메뉴로 이동하여 "원격 데스크톱 연결"에서 검색하거나 입력하여 위치.

가상 개인 서버 (VPS)

https://my.anzocapit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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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클릭하면 팝업 상자가 나타납니다.

• VPS의 명시된 IP 주소를 입력하고 "연결"을 클릭하십시오. 또 다른 팝업 상자가 나타납니다.
• 주어진 VPS 사용자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 주어진 암호를 입력하십시오.
• 다음에는 쉽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내 정보 저장" 상자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용자와 공유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 체크하지 마십시오.
• 이전 사용자가 "사용자 이름"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경우,  "다른 계정 사용"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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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를 사용하고 PC에서 VPS 데스크탑으로 EA 파일을 전송해야 할 경우, "원격 데스크톱 연결"을 닫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연결"을클릭하지 마십시오.

•  "옵션 표시"를 클릭하여 구성을 확장하십시오

•  "LOCAL RESOURCES" 클릭 → "MORE…" → EA 파일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      
→ "OK"클릭 → "CONNECT"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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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톱 화면의 왼쪽 하단에있는 "폴더"아이콘을 클릭하여 VPS에 액세스합니다.

• 클릭하면 새 팝업 상자가 열립니다.  "이 컴퓨터"를 클릭하여 VPS에 연결된 EA 파일 위치를 표시하십시오.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여 EA 파일을 찾은 다음, VPS 데스크탑으로 복사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