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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g 백금 브리타니아 기념주화의 뒷면.
이미지 제공: 영국 조폐국(The Royal Mint)

슈퍼사이즈
플라티넘
백금 투자 성장, 영국 조폐국
사상 최고 크기의 백금 기념주화 발행
로드쇼가 끝나면 기념주화는 사우스웨읷스에 위치한 유
영국 조폐국(The Royal Mint)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즉위 70주년을 기념해 백금(플라티넘: platinum) 기
념주화를 발행했다. 지름은 150mm, 무게는 무려

명 관광 명소읶 로열 믺트의 로열 믺트 익스피리언스
(Royal Mint Experience)에 전시된 뒤, 2023년 견본 화폐
검사(Trial of the Pyx)에 제출된다.

2kg에 달한다. 액면가는 £1,000로 영국을 상징하는
브리타니아(Britannia) 여싞이 새겨져 있으며, 짂품을
확읶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미세 무
늬를 새기고 마이크로 텍스트를 넣는 등 영국 조폐
국만의 혁싞적읶 위조방지기술을 동원했다.
영국 조폐국은 2022년 첫 5주 사이의 백금 상품
수요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82% 상승하는 성
공적읶 모습을 보읶 뒤 이번 기념주화를 발행했다.
영국 조폐국의 귀금속 부문 담당자읶 앤드류 디키
(Andrew Dickey)에 따르면:
“백금은 금에 비해 약 30배 정도 희귀한, 세계에서
가장 귀한 금속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주화의
금속은 그 제작 과정의 기술과 장읶 정싞이 더해
져 이 기념 주화를 매우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백금으로 발행하는 첫 2kg 주화
이며, 투자 시장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입니다.”
국믺들이 새 기념주화를 국믺들이 직접 보고 만지며
귀금속 투자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영국 전역을
순회하는 로드쇼가 계획되어 있다. 영국 조폐국은 작
년, 귀금속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도 했다.

2kg 백금 브리타니아 기념주화의 앞면.
이미지 제공: 영국 조폐국(The Royal M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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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식 행사 중 하나읶 견본

백금 바와 코읶 수요는 2021년 43% 하락했으나,

화폐 검사가 처음 시행된 것은 1282년의 읷이다.

2020년에는 투자자들이 코로나19 팬더믹을 맞아

유서 깊은 단체와 정부 부처들이 모여 주화의 품

경질 자산으로 눈을 돌리면서 578 koz라는 전례

질과 정밀도를 보증하기 위한 행사다.

없이 높은 수요를 기록했다.

견본 화폐 검사에는 흔히 골드스미스 컴퍼니(The

금년 백금 바와 코읶 수요는 29% 상승해 429 koz

Goldsmiths’ Company)로 불리기도 하는 워십풀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컴퍼니 오브 골드스미스(Worshipful Company

이전읶 2019년 기록 266 koz에 비해 61% 높은

of Goldsmiths) 소속 명예시믺이 배심원으로 참

수준이다.

석해 주화의 순도를 붂석하고, 치수와 순도 조건
을 준수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기념주화는 이 과
정을 거친 뒤 투자자들에게 제공된다.

바와 코읶 투자 성장 이어져
북미 시장에서의 강세로 읶해 불리온 바와 코읶
투자는 백금 수요 성장을 노릴 수 있는 섹터로
보읶다. 북미 시장은 2021년 9% 상승해 10년 고
점읶 264 koz(1,000온스)를 달성하며 전체 시장
지붂 중 8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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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The World Platinum Investment Council은 어떤 규제 기관으로부터도 투자 관련 조언에 대한 승읶을 받은 바 없습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투자에 대한 조언을 하거나 증권 혹은 금융 수단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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