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XTM, 전설적인 베이스 점퍼이자 레드 불 선수인 발레리 

로조프와 파트너십 체결 

(리마솔, 키프로스 2016년 7월 13일 PRNewswire=연합뉴스) 수상 이력을 자랑하는 국제적인 

외환 브로커 FXTM이 유명한 베이스 점퍼이자 레드 불 선수인 발레리 로조프(Valery Rozov)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에 따라 FXTM은 #FXTMbasejump 프로젝트라는 

상쾌하게 독특하고 신나는 여정에서 전 세계를 돌며 훈련하고, 일련의 독특한 점프를 시행하는 

로조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모험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들로 가득한 

흥미진진한 경험을 약속한다.  

ForexTime Limited CEO Olga Rybalkina는 FXTM과 로조프 간의 협력과 관련해 “자사와 로조프는 

기존의 표준을 재정의하고자 하는 열정을 공유한다”며 “자사는 로조프의 최신 야망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을 향한 자사의 지원과 헌신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파트너십이 영감으로 작용하여 자사 거래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발레리 로조프는 “익스트림 스포츠는 물론 금융 사업에서도 한계를 향한 도전이야말로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라며 “이것이 바로 FXTM이 나의 최신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완벽한 

파트너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대 그 이상을 추구하고, 첨단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FXTM의 집념은 베이스 점프에 대한 나의 접근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서 

“#FXTMbasejump 프로젝트에서 FXTM과 협력하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조프는 전설적인 베이스 점프 & 스카이다이빙 선수다. 1만1천 회가 넘게 점프와 

스카이다이빙을 한 그는 스카이 점프 부문에서 2회나 세계 챔피언으로 등극했으며(1999년, 

2003년), 세계 최초로 쉬블링과 엘브루스 산에서 베이스 점프에 성공했고, 세계 최초로 

화산(러시아 Mutnovskiy) 속으로 자유낙하도 했다. 2013년에는 에베레스트 매시프(7220m)에서 

최고 높이 베이스 점프에 성공하고 신기록을 세움으로써 다시 한 번 한계를 재정의했다.  

레드 불 소속인 로조프는 지금까지 전 세계 곳곳에서 독특한 점프를 수도 없이 성공했다. 특히 

2004년에는 중국, 말레이시아 및 가장 힘들었던 파키스탄에서 점프를 했다. 앞으로는 홍콩,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을 포함해 다른 곳에서도 사상 최초의 점프를 하며 

자신의 점프 성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FXTMbasejump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점프 보기: http://fxtm.co/29N7vqV   

파트너십에 관한 추가 정보: http://fxtm.co/29sNYIw  

외환 거래에는 상당한 위험이 수반되며, 외환 거래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FXTM의 위험 정보 

공개 전문을 확인하도록 한다 ( http://www.forextime.com/regulatory-compliance/risk-disclosure/ 

). 

ForexTime Limited는 CySEC(허가번호 185/12)의 규제를 받고, FT Global Limited는 IFSC(허가번호 

IFSC/60/345/TS와 IFSC/60/345/APM)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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