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T4 Supreme Edition Global Opinion
이 매뉴얼에는 MT4 Supreme Edition 설치 및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설치 과정 및 사용법은 신규신규
MT5 Supreme Edition과 동일합니다. MetaTrader 5 Supreme Edition에 나와있는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
니다.

1. Global Opinion 개요개요
1.1. Global Opinion 위젯위젯 열기열기
Download MT4 Supreme Edition을 다운로드하고 설치 과정 중에는 MetaTrader 4를 종료하도록 하세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zip 파일을 열고.zip 압축 파일 안에 있는 Admiral-MT4-Apps.exe 파일을 두 번 클릭하여 실
행시킵니다. 그려면 설치 도우미가 시작됩니다.

Global Opinion 위젯을 시작하려면 MetaTrader 4 (MT4) 거래 플랫폼에서 아무 종목의 차트를 엽니다. 그런 다음
EA(Expert Advisor) Admiral Radial Gauge, Linear Gauge 또는 Market Watch를 차트에 추가합니다. 이제:

1. MT4 탐색기에서 시스템 트레이딩을 두 번 클릭해서 EA를 차트에 끌어서 놓거나
2. EA 이름을 오른 클릭하고 메뉴에서 차트에 첨부를 선택합니다.

참고: MT4에서는 차트당 EA 하나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차트에서 실행 중인 EA가 있을 경우 트레이드 터미널
을 추가하면 기존 EA를 대체하게 됩니다.트레이더 터미널 외에 다른 EA를 실행하려면 차트를 하나 더 열기 바랍니다.

1.2. Mac OS X용용 설치설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부 Admiral Markets 보조지표는 Mac OS X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지표는 다음과 같습
니다. Global Opinion, Candle Countdown, High-Low, Local Time, Order History, Pivot, Spread.

Mac용 설치 파일을 받으려면 고객지원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 전에 MetaTrader 4를 올바로 종료하도록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올바로 종료하려면:

1. 독에 있는 MetaTrader 4 심볼을 오른 클릭합니다.
2. 옵션을 클릭하여 종료합니다.

확장을 설치하려면:

1. 프로그램 폴더를 엽니다.
2. MetaTrader 4 Admiral Markets 프로그램을 찾은 다음
3. 오른 클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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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용 표시 옵션을 클릭합니다.
5. 새 창에서 다음 폴더 경로를 엽니다. drive_c → Program Files → MetaTrader 4 Admiral Markets → MQL 4

→ Indicators (참고: 이 위치에 .ex4 파일 형식의 보조지표 파일을 붙여 넣어야 함)
6. 이 작업을 완료되면 MetaTrader 4를 시작합니다.

1.3. Global Opinion 구성요소구성요소

Global Opinion 도구는 3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1. Market Alerts
2. Radial Gauge
3. 오른 클릭하고
4. Linear Gauge

이 혁신적 트레이딩 도구는 금융시장에 흐르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감지함으로써 전 세계 뉴스에 반응하는 심
리의 힘을 이용합니다.이 도구는 매일 경제뉴스 내용과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읽고 맥락을 파악해서 시장 참여자의 심
리 변화에 대한 탁월한 동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Global Opinion은 매일 뉴스와 SNS를 검색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해 주며, 거래하기 가장 좋은 종
목을 강조 표시하고 매매 성공 가능성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 변화를 알려줍니다.

2. 구성요소구성요소

2.1. Market Alerts
Market Alerts는 기존 보조지표로 확인하기 힘든 새로운 매매 기회를 발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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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준의 트레이더에게 적합하며, 매매 스타일, 선호 자산, 위험 감수 성향에 맞는 거래를 강조 표시하는 필터링 옵
션이 많이 제공되므로 새로운 매매 기회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뉴스 심리의 단기적 변화에 의해 작동되는 이 도구는 이러한 레벨을 과거 이벤트와 비교하여 가격에 대항 영향력과 심
리 변화 속도을 측정하여 방향 전환 또는 방향 지속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Market Alerts와 Radial 및 Linear Gauge를 함께 사용하면 더 강력한 보조지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양쪽 도구가
일치하면 가격 움직임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2.2. Radial 및및 Linear Gauge
Global Opinion의 Linear 및 Radial Guage는 선택된 자산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를 나타내는 합리적 지표를 제공합
니다. 이는 매매 아이디어의 근거가 되거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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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구는 가격보다 심리 데이터를 사용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트레이딩 도구와 함께 사용하여 매매 기회
를 포착할 수 있는 강력한 보조지표입니다. 또한 포지션에 진입한 후에도 포지션을 모니터링하고 청산 시점을 결정하
는데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속도계 스타일의 Radial 및 Linear Gauge는 지난 30일 또는 원하는 기간 대비 현재의 심리 상태를 순간적인 시각적
스냅샷으로 제공합니다.

단일 화면에 하나 또는 여러 종목을 표시하고, 모니터링할 심리 유형*과 비교하고자 하는 주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MT4 내에서 사용할 경우 게이지는 차트 위에 놓이게 됩니다.

3. 자주자주 묻는묻는 질문질문
1. 확장확장 프로그램이프로그램이 다른다른 언어도언어도 지원하나요지원하나요?  모든 Admiral Markets MetaTrader 4 Supreme Edition 플러그
인은 여러 언어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MetaTrader를 다른 언어로 설정했는데 EA가 여전히 영어로 표시될 경
우, 보기 옵션을 선택한 다음:

1. Languages를 선태하고 MetaTrader를 English로 설정합니다.
2. 소프트웨어를 다시 시작한 다음 원하는 언어로 재설정합니다.
3.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EA가 원하는 언어로 설정될 것입니다.

2. 이이 확장확장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 Mac OS를를 지원하나요지원하나요?  현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3. 이이 확장확장 프로그램은프로그램은 MT5를를 지원하나요지원하나요?  현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데모데모 계좌에서계좌에서 Supreme Edition 기능이기능이 더더 이상이상 작동하지작동하지 않는않는 이유는이유는 무엇인가요무엇인가요  To continue using

Supreme Edition, please apply for real account라는 알림 메시지가 표시된 경우 . Supreme 확장 프로그
램의 30일 무료 이용기간이 만료된 것입니다. 고객 지원팀에 연락해서 데모계좌에서 해당 기능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셔도 됩니다.

5. MetaTrader에서에서 선택된선택된 플러그플러그 인을인을 제거할제거할 수수 있나요있나요?  예. 탐색기 창에서 플러그 인을 오른 클릭하고 상황
메뉴에서 삭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4. 추가추가 정보정보
매매 실황 방송, Global Opinion 위젯 튜토리얼, 기타 내용이 있는 YouTube 채널(영어)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면책조항면책조항:

해당 추가 기능은 MT4 및 MT5의 Expert Advisor 기술을 바탕으로 외부, 기술 서비스 업체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입
니다. 모든 EA 플러그 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능은 MetaTrader가 인터넷 및 회사 서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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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됩니다. EA는 철저히 검증되었고 기술적으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만, 고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데모 계
좌 등을 통해 모든 추가 기능과 확장 프로그램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EA를 사용하기 전에 Admiral
Markets는 EA 사용으로 인한 손실 또는 기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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