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2022년 9월 21일

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세계백금투자협
회)트레버 레이몬드(Trevor Raymond) CEO 선임 발표
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WPIC®: 세계백금투자협회)가 금일, 트레버 레이몬드가
2022년 10월 1일부터 CEO로 취임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트레버 레이몬드는 2014년부터 WPIC 지도부의 핵심 멤버로 활동해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리서치 및 투자자 개발을 담당했다.
이는 WPIC을 창립하고 8년간 성공적으로 이끈 CEO 폴 윌슨(Paul Wilson)의 사임 결정에 따른
것이다.
WPIC 회장 로저 백스터(Roger Baxter)는 레이몬드의 CEO 선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트레버는 WPIC이 처음 설립된 시기부터 경영진으로서 기여해왔다. 트레버와 그 동료인 데이
비드 배덤, 그리고 웨이빈 덩은 폴의 리더십에 따라 WPIC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운
영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해왔다. 자산 관리와 금속 시장에서 30년에 달하는 경험을 쌓고 WPIC
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트레버가 폴의 뒤를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폴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거쳤으며, 이사회는 트레버가 WPIC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특별
한 경험과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트레버는 백금(Platinum: 플라티넘) 투자
를 글로벌 수요 부문의 핵심 요소로 편입시키겠다는 WPIC의 사명에 대한 열정을 품고 있다.
위원회를 대표해 트레버의 CEO 취임에 축하를 전한다.”
트레버 레이몬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선 리더십과 헌신, 그리고 열정으로 WPIC에 뛰어
난 팀을 구성한 폴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이사회가 내게 폴의 업적을 새로운 시대로 이어갈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겸허하게 감사하며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경영진의 동료들, 그리
고 다양한 분야의 뛰어난 팀들과 긴밀하게 일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백금 투자
를 고려하고 실제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쏟은 노력을 더욱 강화할 기
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성공은 백금이 글로벌 탈탄소화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강력
하게 지지해줄 것이며, 투자 수요는 수요 성장과 공급 성장 사이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신임 CEO인 트레버 레이몬드와의 인터뷰를 바란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짐 폴렛(Jim Fol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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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1 of 3

Email: jim@elephantcommunications.co.uk

Notes to Editors:
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 – WPIC®에 대해
WPIC은 객관적이고 믿음직한 백금 시장 정보를 바라는 투자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글
로벌 백금 현물 투자 시장 기구입니다. WPIC의 사명은 실행 가능한 통찰과 타겟화된 개발을 통해 투
자자들의 백금 현물 수요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WPIC은 2014년, 백금투자시장의 발전을 목표로 남
아프리카의 백금족 금속 광산업체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멤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칸 플라티넘(Anglo American Platinum), 임팔라 플라티넘(Impala Platinum), 노섬 플라
티넘(Northam Platinum), 로열 바포켕 플라티넘(Royal Bafokeng Platinum), 세디벨로 플라티
넘(Sedibelo Platinum), 그리고 타리사(Tharisa)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platinuminvest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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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IC의 사무실은 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 Foxglove House, 166 Piccadilly,
London, W1J 9EF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금에 대해
백금은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금속 중 하나로,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수요 분야에
서 높은 가치를 갖는다. 백금은 물리적 특성과 촉매로서의 성질로 산업 분야에서 가치를 확립
하는 것에 성공했다. 또한 귀금속으로서의 특성 덕분에 고급 장신구용 귀금속으로 자리를 굳
히기도 했다.
백금의 주요 공급원은 크게 2가지다: 1차적인 채광과 재활용으로, 재활용 물량은 주로 수명을
다한 자동차 촉매와 장신구 재활용에서 발생한다. 지난 5년 사이의 연간 백금 공급량(정제 온
스 기준)의 73%에서 76% 가량이 채광으로 발생했다.
글로벌 백금 수요는 견실하며 점점 다각화되고 있다. 핵심 부문은 총 4곳으로, 자동차와 산업,
장신구, 그리고 투자 수요다.
자동차 촉매 부문의 백금 수요는 지난 5년간 총 수요의 31%에서 42%를 차지했다. 자동차를
제외한 다양한 산업적 분야의 백금 수요는 5년 평균 28% 수준이다. 글로벌 연간 장신구 수요
는 같은 기간 평균 28%에 머물렀다. 가장 변동이 심한 것은 투자 수요로, (투자자가 금고에 보
유한 비공개 물량의 움직임을 제외할 경우) 총 백금 수요의 -1%에서 20% 사이를 오갔다.

Disclaimer
WPIC은 어떤 규제 당국으로부터도 투자 조언을 제시할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간행물은
투자 조언이나 판매 제안, 혹은 증권이나 금융상품 매수를 권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석되
어서도 안 됩니다.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
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www.platinuminvestme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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