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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왕의 미덕 1 oz 백금 ‘짂실’ 주화의 앞면

백금으로 된
미덕
세인트 헬레나 여왕의 미덕
기념주화의 2번째 백금 불리온
코인 디자인, 올해의 아메리칸
이글 백금 코인 수요 강세와
맞물려
2022 아메리칸 이글 1 oz 백금(플라티넘: platinum)
기념주화의 2022년 판매량이 사상 2번째로 높은
수치인 79,000 oz를 달성하면서 세인트 헬레나와
동인도회사가 세인트 헬레나 여왕의 미덕(Queen’s
Virtues) 기념주화 시리즈의 2번째 백금 불리온 코
인 디자인을 공개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은 남대서양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어센
션(Ascension) 섬과 트리스탄다쿠냐(Tristan da Cuhna) 제
도를 포함한 영국 해외영토에 속한다. 동인도회사는 1657
년 세인트 헬레나 섬을 요새화하고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주요 교역소로 활용했다.

금년도 아메리칸 이글 코인의 판매량은 2021년 기
록인 75,000 oz를 뛰어넘어 22년 만의 최고치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은 1998년의 일로, 당
시 판매량은 133,002 oz였다.

여왕의 미덕 주화 시리즈 6종
2022 여왕의 미덕 ‘짂실’ 주화는 백금 수요를 맞추
고 투자자들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1 oz와
1/10 oz의 2가지 규격으로 발행된다. 2종 모두 순
도 99.95%의 백금으로 주조되었으며, 발행처인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액면가 £100와 £10의 법정
화폐로 인정된다.
백금 ‘짂실’ 불리온 코인은 뒷면에 버킹엄 궁전 앞
빅토리아 여왕 기념비를 새긴 기념주화 6종 중 하
나다. 1901년 빅토리아 여왕의 서거를 기리기 위
해 디자인된 기념비는 승리(2021년 기념주화의
모델)와 짂실, 정의, 자선, 용기, 그리고 지조까지
6가지 덕목을 우화적 인물로 묘사한 것이다. 2022
여왕의 미덕 ‘짂실’ 백금 불리온 코인의 앞면에는
세계적인 조각가 라파엘 마클루프(Raphael
Maklouf)의 엘리자베스 2세 조상이 새겨져 있다.

여왕의 미덕 1 oz 백금 ‘진실’ 주화의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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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도회사는 17세기, 모세 모카타(Moses Mocatta)
와 손을 잡고 바다를 건너 금을 운송하면서 불리온
을 다루기 시작했다. 영란은행은 첫 골드러시가 일
어난 1697년, 동인도회사가 브라질에서 런던으로
들여온 금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 금고를 설치했다.
런던이 세계 불리온 시장의 중심지 중 하나로 떠오
르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같은 뿌리를 나눈 동인도
회사와 세인트 헬레나 재무부는 투자자와 수집가들
을 위한 귀금속 주화를 발행하면서 오랜 관계를 이
어오고 있다.

여왕의 미덕 백금 불리온 코인은 법정화폐로 분류되
지만 화폐로 유통되기 위해 만들어짂 것은 아니다.
이 주화의 가치는 액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폐
에 사용된 귀금속의 내재적 가치와 연동되어 있다.
이 디자인 시리즈의 다음 백금 불리온 코인 디자인은
2023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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