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에 투자하기 
  

우리는 TV, 인터넷, 라디오에서 금이 견실한 투자 수단이라고 홍보하는 광고를 

접합니다.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은 물가상승과 경제적 불확실성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금에 투자하기 전에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금을 얼마나 많이 사고, 어떤 형태의 금을 사고, 얼마의 가격에 사고, 

누구에게서 사야 할까요? 

미국의 소비자 보호 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금 매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투자하기 전에 잘 알아보라고 조언합니다. 약속한 투자수익을 내지 

못하는 금 투자 프로모터들도 있으며, 이들은 어쩌면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투자를 강권할 수도 있습니다. 

금이라고 다 같은 금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금을 살 수 있습니다 

금 주식과 금 펀드 – 일반적인 금 투자 방법에는 금 채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과 금지금(gold bullion)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의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다수 증권사에서 이런 금융상품을 매매하고 있습니다. 금 주식과 금 

뮤추얼 펀드는 실물 금보다 유동성이 좋고, 이런 형태로 금을 구입한 투자자는 

금을 보관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투자에는 리스크가 

내재되어 있으며, 금 시세와 상관없이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금 주식과 금 펀드는 반드시 허가 받은 상품 중개인으로부터 구입해야 합니다. 

미국선물협회(NFA)를 통해 모든 선물 회사 혹은 중개인의 등록 현황과 징계 

기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과 지금형 주화 – 금, 백금, 은과 같은 귀금속의 덩어리를 말하는 

지금(bullion)은 무게로 가치가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잉곳(ingot)이나 바 형태로 

주조됩니다. 중개인과 일부 은행 및 증권사가 지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 

백금, 은과 같은 귀금속으로 만드는 지금형 주화(bullion coins)는 투자 목적으로 

보관됩니다. 지금형 주화는 일상적인 상업 거래에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지금형 

주화의 가치는 대개 희귀성과 보존 상태보다는 귀금속 함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가격은 세계 시장의 귀금속 가격에 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할 수 있습니다. 

주화 딜러, 일부 은행 및 증권사, 귀금속 딜러가 지금형 주화를 매매합니다. 미국 

http://www.nfa.futures.org/


 

 

조폐국은 1986년에 투자 목적으로 금화와 은화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1997년부터 백금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조폐국에서 생산되는 주화의 귀금속 

중량, 함량, 순도는 조폐국이 보장합니다. 

수집용 주화 – 수집용 주화는 주화 수집가들에게 역사적 가치나 미적 가치가 

있는 주화입니다. 대다수 수집용 주화의 시장가치는 액면가치나 귀금속 함량에 

따라 정해지는 가치보다 높습니다. 이러한 수집 가치를 보통 화폐 

가치(numismatic value)라고 부릅니다. 수집용 주화를 판매하는 주화 딜러가 

갖고 있는 귀중한 주화의 가치는 대개 전문 감정사가 감정하지만 감정 결과는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금 구매에 관한 사실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금에 투자하든 상관없이 아래와 같은 보편적 사실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금 시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합니다. 금 가치가 계속 

오른다거나 불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주화 딜러, 은행, 증권사, 귀금속 딜러가 매기는 금 상품(지금, 주화 등)의 

가격은 거의 항상 그 상품에 함유된 금의 가치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구입하기 전에 가격을 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떤 판매자는 정부가 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판매자는 

‘신고해야 하는’ 거래를 통해 구입한 금은 몰수당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판매자는 미국 조폐국이 생산하는 지금형 주화는 몰수 대상이지만 

역사적 주화나 수집용 주화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 주화를 웃돈을 주고 구입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방법이나 재무부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알아보세요 

금 주식과 금 펀드에 투자하든, 지금과 지금형 주화를 사든, 수집용 주화를 사든, 

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봐야 할 사항에 대해 FTC는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 지금형 주화나 수집용 주화를 구입하고 싶다면 주화의 멜트 가치(melt 

value), 즉 그 주화를 녹여서 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지금(bullion)의 



 

 

본질적 가치가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거의 모든 지금형 주화와 수집용 

주화의 멜트 가치는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이 분야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평판 좋은 딜러나 재정 

자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 구입을 고려하고 있는 금 제품에 대해 독립적인 감정평가를 받아 보세요. 

판매자가 감정가를 부풀렸을지도 모릅니다. 

• 추가 비용을 고려하세요. 지금(bullion)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안전 금고를 구입하거나 외부 보관함을 대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은 지금의 잠재적 투자가치를 하락시킵니다. 

• 어떤 판매자들은 지금(bullion)이나 바(bar)를 소비자가 아닌 안전한 

시설로 보냅니다. 구입한 금속을 직접 수령하지 않을 경우에 그 금속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명시된 품질과 동일한지, 제대로 보험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보세요. 

•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구입 권유와 위험고지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판매자는 믿지 마세요. 믿을 만한 판매자는 처음부터 

특정 투자 상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거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 거래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판매자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된다며 구입을 강권한다면 그것은 대화를 중단하고 돈을 지켜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 판매자가 소속되어 있다는 회사를 검색엔진에서 검색해보고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세요. 판매자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찾아보세요. 

가능하면 직접 만나서 대화를 통해 상세내용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주정부 검찰과 지역 소비자보호기관에 연락을 취해보세요. 아주 신중한 

조사 절차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조사 결과를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판매자가 사기를 저질렀다거나 당국이 민원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증광고(Endorsements)에 관하여 

프로모터들은 대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이용해 상품을 홍보합니다. 누군가가 

“OO 회사의 상품에 투자하거나 금을 사세요”라고 말했다면 이들이 그런 말을 한 

http://www.naag.org/
http://www.usa.gov/directory/stateconsumer/index.shtml


 

 

대가로 무엇을 얻었을지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많은 제품보증인은 제품과 

관련된 회사로부터 홍보의 대가를 받습니다. 

더 많은 정보 

특정 금 상품 투자에 대한 추가 정보와 지침을 보시려면 ftc.gov에서 FTC가 

제공하는 다음 자료들을 참고하십시오. 

• 지금과 지금형 주화에 투자하기 

• 수집용 주화에 투자하기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cftc.gov 

• 미국 조폐국(U.S. Mint) – usmint.gov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sec.gov와 investor.gov 

• 미국화폐협회(American Numismatic Association) – money.org 

• 미국선물협회(National Futures Association) – nfa.futures.org 

• 세계금위원회(World Gold Council) – gold.org 

•  

이 아티클은 "금에 투자하세요? 왜 서두르시나요?(Investing in Gold? What's 
the Rush?)"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바 있습니다. 
 

태그: 구입, 금, 투자,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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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gol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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