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포스트 

 

 

모든 위기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Ahmed Bin Sulayem, DMCC 회장 겸 CEO 

 

 

DMCC가 아랍 에미리트 최초의 금화를 출시한 이후 8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셰이크 칼리파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초상화가 새겨진 금화의 뒷면에는 당시 

완공된지 얼마 안 된 버즈 칼리파가 그려져 있습니다. 버즈 칼리파는 우리의 원대한 

야망을 표현하는 상징이자, 오늘날 가장 유명한 국가적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후 DMCC는 UAE 부통령 겸 총리이자 두바이의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의 초상화와 함께 버즈 칼리파와 비슷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팜 주메이라 섬을 

새긴 두 번째 주화를 발행했습니다. DMCC의 Dubai Good Delivery (DGD) 표준 공인 

회원인 스위스 제련소 아고르 허레이어스에서 주조하였으며 모두 99.99%(24캐럿)의 

순금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주화는 뛰어난 선견지명으로 유명한 지도자를 

기리고, 전 세계 금 거래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잡은 두바이를 기념하고자 디자인하여 

출시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회장으로서 DMCC 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금이 우리가 

발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두바이를 

진정한 글로벌 황금 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함께 애쓰고 있지만, 모든 

위기 상황에서 항상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은 

2,500년 넘는 역사를 통해 귀중한 재화였지만, 경제적 변동이 심한 시대에 기관들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비교적 최근부터입니다. 또한 오래 

전부터 개인이 금 세공품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현대적인 금화 주조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1967년 최초로 남아프리카 크루거랜드를 발행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국가에서 고유의 금화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금화마다 순도와 무게는 

각각 다르지만, 모든 금화는 시장이 심하게 변동하는 상황에 대비해 개인이 투자 수단을 

확보하고 위험 부담을 낮추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통된 상징을 이용해 결속력을 

표현하는 각 국가의 금화는 중국의 골드 판다 금화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필하모닉 

금화, 캐나다의 메이플 리프 금화와 같이 버즈 칼리파나 팜 주메이라만큼이나 중요한 

랜드마크 이미지를 선보입니다. 국민들은 각 금화를 통해 투자 기회를 얻어 투자를 

다각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트 

 

 

아랍 에미리트에 자국민만 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곳을 고향으로 생각하는 오래 

거주한 모든 외국인 거주자가 국적과 종교의 경계를 뛰어넘어 모두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코로나 19가 대유행하기 시작한 초기에 

“아랍 에미리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을 제 2의 고향으로 생각해 주기를 우리 

모두는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아부다비 왕세자 겸 UAE 군 부사령관인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는 언급하였습니다. 

 

비록 현재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랍 에미리트 금화는 이 불확실한 시기에 모든 

국민이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국립 은행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통해 아랍 에미리트 금화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19 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올해는 라마단 마지막 날인 이드알피트르에 

왕궁을 방문하여 셰이크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에게 경의를 표하는 전통을 

처음으로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이날 저녁 버즈 칼리파의 프로젝션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선견지명을 발휘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펼치고 

있는 아랍 에미리트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할 예정입니다. 

 

DMCC를 대표하여, 부디 가정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www.dmcc.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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